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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h  : 채널 높이의 절반 

uτ  : 벽면마찰속도 

ν  : 동점성계수 

Reτ  : 레이놀즈수(uτh/ν) 

t+ : 벽단위로 무차원화된 시간(tuτ
2/ν) 

 

1. 서 론 

평판 위를 지나는 유동 및 채널 또는 관을 통해 

흐르는 유동에서 발생하는 벽면 난류 유동은 레이

놀즈 전단응력으로 인해 항력이 층류 유동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발생과 

관련된 유동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Robinson(1)은 의해 다소 낮은 레이놀즈 수의 난류 

채널 유동의 직접수치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결과를 관찰하여 벽면 난류 유동

장에 존재하는 유동구조를 체계적으로 보고하였다. 

벽면 근처의 버퍼층(buffer layer)에서는 주 유동 방

향의 보텍스(quasi-streamwise vortices)가 주로 관찰

되고, 그 위의 로그(log) 영역에서는 헤어핀(hairpin) 

보텍스가 빈번히 관찰되며 이러한 보텍스 주위에

서 유도되는 스윕(sweep) 또는 이젝션(ejection) 모

션으로 인해 높은 운동량을 가진 유체와 낮은 운

Key Words: Turbulent Channel Flow(난류 채널 유동), Hairpin Vortex Packet(헤어핀 보텍스 패킷), Autogeneration 

Process(자체 생성 과정), Large-Scale Motion(대형 유동 구조) 

초록: 벽면 난류의 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동구조인 헤어핀 보텍스 패킷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Reτ = 180, 395, 590의 채널유동에서 보텍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보텍

스는 각 레이놀즈 수에 대한 직접수치모사를 수행하여 버퍼층에서 발생하는 Q2 이벤트에 대한 조건부 

평균 유동장으로 부과하였다. 초기 보텍스의 발달과정을 시공간적으로 조사하여 Ω 모양의 보텍스의 형

성 및 2 차 헤어핀 보텍스의 형성 과정의 시간 척도는 벽단위에 의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 보텍

스가 채널 중심까지 성장한 시점에서는 세 레이놀즈 수 경우 모두 패킷의 경사각이 대략 12o ~14o 로 유

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인접한 헤어핀 보텍스가 보텍스 패킷으로 발달하는 경우에 대한 전산해

석을 수행하여 보텍스 패킷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Abstract: Numerical simulations for channel flows with Reτ = 180, 395 and 590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hairpin packet formation process in wall-bounded turbulent flows. Using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atabases, the 

initial flow fields are given by the conditionally averaged flow field with the second quadrant event specified at the 

buffer layer. By tracking the initial vortex development, the change in the initial vortex to an Ω-shaped vortex and the 

generation of a secondary hairpin vortex were found to occur with time scales based on the wall units.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initial vortex has grown to the channel center, the inclination angle of the hairpin vortex packet is 

approximately 12~14°, which is similar for all three Reynolds numbers. Finally,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evolution 

of two adjacent hairpin vortices have been performed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djacent vortex p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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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량을 가진 유체 사이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어 

레이놀즈 응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공학적으로 접하게 되는 높은 레이놀즈 수

에 대한 벽면 난류 유동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

각의 보텍스 뿐만 아니라, 대형유동구조(laege- 

scale motion: LSM) 들도 관찰됨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LSM 은 대략 난류 경계층 두께 정도의 길이 

스케일을 가지며, 난류경계층의 국소적인 팽출

(bulge)과 연관이 있고 그 내부에는 다수의 헤어핀 

보텍스가 관찰된다.(2,3)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

러한 헤어핀 보텍스들이 패킷(packet)을 구성하여 

LSM 을 유도하며, 난류에너지 및 레이놀즈 응력

의 상당부분에 기여함이 보고되었다.(4) Adrian 등(5)

은 입자영상속도계(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기법을 통해 난류 경계층 내의 외부 영역에서 헤

어핀 보텍스들로 이루어진 패킷 구조를 확인하였

으며, 로그 영역의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을 보텍

스 패킷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Tomkins & Adrian(6)은 주 유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

진 낮은 모멘텀 영역 주위로 보텍스 코어들이 존

재함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보텍스 코어들이 헤

이핀 패킷의 신호임을 파악하고 벽면 난류의 속도

장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Ganapathisubramani 

등(7)은 Reθ = 1060 난류경계층의 로그 영역에서 보

텍스 패킷을 PIV 기법으로 확인하였으며, 로그 영

역 밖에서는 이러한 패킷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패킷 구조는 공간상으로 4%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전체 레이놀즈 응력의 

28% 나 기여함을 보고하여 그 물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헤어핀 보텍스 패킷 구조의 발생 메커니즘

에 대한 연구로 Zhou 등(8)은 하나의 보텍스에서 다

수의 보텍스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전산 해석을 

수행하여 보텍스 패킷이 자체 생성 과정(auto-

generation process)에 의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자체 생성 메커니즘에 의해 보텍스 패킷이 생성됨과 

동시에 레이놀즈 전단 응력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

여 보텍스 패킷의 생성이 난류 유동장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9)은 유동장의 

배경 교란(background noise)이 보텍스 패킷 생성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여 주 유동 방향으로 늘어진 형

태의 교란이 보텍스의 자체 생성 과정을 촉진시킨다

고 보고하였으며, 실제 난류 유동장에서 헤어핀 보

텍스의 형성 과정을 관찰하였다.  

헤어핀 보텍스 패킷은 높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

장에서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앞서 기술한 

보텍스 패킷의 자체 생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낮

은 레이놀즈 수에서 수행되었다(Reτ = 180 및 3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보다 높은 레이

놀즈 수의 유동에서 자체 생성 과정에 대한 전산

해석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버

퍼 영역에 위치한 초기 헤어핀 보텍스가 보텍스 

패킷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을 Reτ =180, 395, 590

의 유동장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텍스의 자체 생성 

과정에 대한 레이놀즈 수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또한, 초기에 두 개의 인접한 헤어핀 보텍스가 보

텍스 패킷으로 발달하는 경우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인접한 보텍스 패킷들의 상호작용을 파

악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보텍스 발달과정에 대한 전산해석의 지배방정식

은 3 차원 비정상,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

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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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i는 속도, p 는 압력을 나타내며, 지배방

정식은 벽면 마찰속도 uτ 및 채널 높이의 절반 h

로 무차원화 되었다. 레이놀즈 수는 Reτ = uτh/ν로 

정의되며 ν는 동 점성계수 이다. 위의 지배 방정

식의 시간 전진은 점성 항에 대해서는 내재적인 

방법인 Crank-Nicolson 기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항들은 Adams-Bashforth 방법을 사용하는 준 내재

적(semi-implicit) 기법을 적용하였다. 공간상으로는 

주 유동 방향 및 횡 방향으로는 푸리에 계수, 벽

면 수직방향으로는 Chebyshev 계수를 사용하는 스

펙트럴 기법을 사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의 경계조

건은 벽면에서는 점착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주 유

동 및 횡 방향으로는 주기적인 경계조건을 사용하

였다.(9)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각 레이놀즈 수에 따

Table 1 Computational parameter for the vortex evolution 
simulations 

 

Reτ Lx Lz Nx Ny Nz ∆x+ ∆z+ ∆yc
+ 

180  4πh 4/3πh 96  97  96  23.6 7.9 5.9 

395  4πh πh 192  193  192  25.9 6.5 6.5 

590  4πh πh 256  192  256  28.9 7.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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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계산 인자들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보텍스 발달 과정 전산해석의 초기 조건은 난류 

채널 유동의 DNS 데이터에서 확보한 Q2 (second 

quadrant) 이벤트에 대한 조건부 평균 유동장으로 

부과하였다.(10) Fig. 1은 레이놀즈 전단응력이 가중

된 교차확률 밀도 함수인 –u’v’f(u’,v’)의 등고선을 

u'-v'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u'과 v'은 각각 

주 유동방향 및 벽면 수직방향의 속도 섭동 성분

이다. 조건부 평균에 사용된 Q2 이벤트는 레이놀

즈 전단 응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이벤트이며 

이는 Fig. 1 에서 –u’v’f(u’,v’)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값(um,vm)으로 결정하였다. Fig. 1에 포함한 표는 y+ 

= 50 위치에서 각 레이놀즈 수에 대한 Q2 이벤트 

및 경사각을 나타낸다. Q2 이벤트에 대한 조건부 

평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선형통계예측기법

(linear stochastic estimation)을 통해 근사적으로 계

산하였다.(11)   

 

( ) ( )
2

, 0 '( ) | '( 50)
Q

t y α
+

= = + = =u x u x u x u u  (3) 

 

여기서 α는 Q2 이벤트의 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체 생성 과정이 발생하기에 충분히 

큰 강도인 α = 3의 경우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보텍스 패킷의 형성 과정 

Fig. 2 는 서로 다른 레이놀즈 수의 유동장에 대

한 초기 보텍스의 발달 과정을 나타낸다. 보텍스

는 초기 유동장에서의 최대 스월 강도(swirling 

strength)의 20% 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시화하였다. 

여기서 보텍스의 스월 강도는 속도구배텐서 고유

치의 허수부 크기로 정의된다.(12) 보텍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아래 평면에 벽단위로 200 만큼 떨

어진 격자를 나타내었다. t+ = 0에서는 y+ = 50에서 

주어지는 Q2 이벤트에 대한 조건부 평균 유동장

으로 부과한 초기 보텍스 구조를 나타낸다. 레이

놀즈 수가 변화하여도 초기 보텍스의 모양은 거의 

동일하며, 벽단위 기준으로 그 크기 또한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y+ = 50의 위치에서는 레이

놀즈 전단 응력에 큰 기여를 하는 유동구조가 레

이놀즈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t+ ≈ 100 인 시점에서는 초기 헤어핀 보텍스는 Ω 

모양의 primary hairpin vortex(PHV)로 발전하였으며, 

PHV 상류에 작은 크기의 secondary hairpin 

vortex(SHV)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HV의 다리 주위에서 주 유동 방향 보텍스(quasi-

streamwise vortex: QSV)도 관측된다. t+ ≈ 330 시점에

서는 PHV 가 계속 성장하고 SHV 주위에 새로운 

hairpin vortex가 다수 발생하여 hairpin vortex packet

을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Zhou 등(8)은 Reτ = 

180 유동장을 조사하여 초기의 보텍스 강도가 일

정 수준 이상일 경우 PHV 상류에서 SHV 가 발생

하게 되는 자체 생성 메커니즘을 보고하였다. PHV

의 다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이젝션 모션으로 

인해 PHV의 다리의 중심부분이 올려지고, 올려진 

보텍스 튜브의 curvature 에 의해 bi-normal 방향으

로 유도되는 유동이 SHV 를 발생시킨다 설명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자체 생성 과정

은 보다 높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장에서도 발생함

Fig. 1 Reynolds shear stress weighted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t y+=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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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t+ ≈ 

90 시점에 SHV 가 생성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버

퍼층에서 발생하는 헤어핀 보텍스의 자체 생성 과

정의 시간척도는 벽단위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Zhou 등(8)은 초기 보텍스의 강도가 증가하면 SHV

의 발생 시점이 앞당겨진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여

기서 t+ ≈ 90라는 수치는 초기 보텍스의 강도에 의

해 변화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Fig. 3 은 보텍스의 발달과정에 따른 레이놀즈 

전단 응력 및 와도 섭동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매  

Fig. 2 Snapshots of vortical structures visualized by the isosurface of 20% of initial maximum swirling 
strength. Y axis is scaled up by a factor 2 to clearly visualize the secondary hairpin vortices. The grid 
spacing is 200 wall units 

Fig. 3 Growth rate of volume-averaged Reynolds shear stress and vorticity magnitude normalized by its init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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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y plane view of the vortical structures at t+=130 and 360. The grid spacing is 100 wall units. 

Fig. 5 X-z plane view of the vortical structures at t+=130 and 360. The grid spacing is 100 wal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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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계산영역 전체에서 평균된 값(volume average)

을 초기값으로 무차원하여 나타내었다. 초기 보텍

스의 크기가 벽단위로는 거의 동일하므로(Fig. 2),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계산 영역에서 보

텍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계산 영역에서 평균된 값을 통해 정량적인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보텍스의 변화

과정에 따른 물리량의 변화 양상은 파악 가능하다. 

초반부에는(t+ < 90) 초기 보텍스가 Ω 모양의 PHV

로 변화하면서 레이놀즈 전단응력 및 와도 섭동량

도 증가한다. 그러나, SHV 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레이놀즈 전단응력의 증가율이 다소 감소한다. 

(Reτ = 180 에서는 레이놀즈 전단 응력이 감소하였

다.) 이는 앞서 설명한 SHV 의 발생 과정과 관련 

있다. SHV는 PHV 다리의 중심 부분이 합쳐져 발

생하므로, SHV 가 발생되는 시점에는 강한 Q2 및 

Q4 이벤트를 유발하는 PHV 다리 부분의 주 유동 

방향의 와도가 감소하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다수의 보텍스 생성에 의해 레이놀즈 전단 

응력은 다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인다. 

자체생성과정을 통해 헤어핀 보텍스 패킷으로 

발전하는 과정 동안 보텍스의 구조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Fig. 4에서는 t+ ≈ 130과 360 

시점에서 보텍스 구조를 x-y 평면에서 나타내었다. 

보텍스는 초기 유동장에서의 스월 강도의 20%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시화하였으며, 벽단위로 100만

큼 떨어진 격자를 나타내었다. PHV 와 SHV 사이

의 거리를 살펴보면, t+ ≈ 130에서는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대략 400 벽단위이며, t+ ≈ 360에서는 레

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650, 900, 1000 으로 증가

한다. PHV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으로부터 멀

어지면서 크기가 증가한다(Fig. 2). t+ ≈ 130 시점에

서는 PHV 머리 부분은 아래 벽면에서 대략 

200~250 벽단위 만큼 떨어져 있으며, t+ ≈ 360에서

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약 200, 400, 450 벽

단위까지 성장한다. Reτ = 180 유동장의 경우 t+ = 

135에서 이미 PHV가 채널 중심까지 성장하여 시

간이 경과하여도 더 이상 벽으로부터 멀어지지 않

는다. Reτ = 395, 590의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

과 PHV 가 채널의 중심까지 성장하면 더 이상 벽

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보텍스 패킷이 이루는 경사각은 보텍스 발달

의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진행할수록 감소하였으며,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각각 15o, 18o, 22o 에서 

8o, 13o, 14o 로 감소하였다. 이는 PHV 의 성장률보

다 SHV의 성장률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에서는 t+ ≈ 130과 360 시점에서 보텍스 구

조를 x-z 평면에서 나타내었다. PHV의 횡 방향 크

기는 t+ ≈ 130 시점에서 대략 200 벽단위이다. t+ ≈ 

360에서는 Reτ = 180의 경우는 200 벽단위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Reτ  = 395, 590 에서는 대략 

300 벽단위로 증가하였다. PHV 다리 주위에 발생

하는 주 유동 방향 보텍스는(QSV1 으로 표시) t+ ≈ 

130 시점에는 레이놀즈 수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

한 위치 및 크기를 가진다. 이러한 QSV는 성장한 

후 소멸하게 된다. t+ ≈ 363으로 경과하면, Reτ = 180

의 경우에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Reτ = 395, 590에

서는 주 유동 방향 크기가 각각 300, 500 벽단위로 

Fig. 6 Vortical structures and Reynolds shear stress distribution at the evolution time tuτ/h=1.0. Vortices are 
visualized by the isosurface of 10% of initial maximum swirling strength (blue color). The orange 
isosurfaces represent the region having large Reynolds shear stress, -u'v' > 8. The grid spacing is 0.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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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 SHV 다리 주위에서도 QSV가 생성되는

데(QSV2 로 표시),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생

성 시점이 늦어진다. Reτ = 180에서는 t+ = 216에서 

발생하여 t+ = 350까지 관찰되었으며, Reτ  = 395와 

590 에서는 각각 t+ = 276, 358 에서 발생하여 t+ = 

420, 443까지 관찰되었다. 

Fig. 6에서는 tuτ/h =1.0 시점에서의 보텍스 구조

를 나타낸다. 초기 유동장에서의 최대 스월 강도

의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텍스를 가시화하였

으며(파란색), 보텍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0.5h 간격의 격자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u'v'=8의 영역

을 오렌지 색으로 나타내었다. tuτ/h =1.0에서는 세 

레이놀즈 수 경우 모두 PHV 머리가 채널 중심까

지 성장하였으며, 패킷의 경사각이 대략 12o ~ 14o

로 유사하다. 그러나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PHV 의 상류에서 보텍스의 자체생성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변수로 무차원

한 시간이 tuτ/h =1.0 으로 동일하더라도 벽단위로 

환산하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 시간

은 각각 t+ = 180, 395, 590으로 증가한다. 보텍스의 

자체 생성의 시간척도는 벽단위에 의존하므로(Fig. 

2) t+ 의 증가는 자체생성과정의 반복 회수의 증가

를 의미한다. 레이놀즈 전단응력의 분포를 살펴보

면 PHV 주위에서 큰 레이놀즈 전단응력이 관찰되

며,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PHV 상류에서 발

생한 새로운 보텍스 주위로 큰 레이놀즈 전단응력

이 분포한다. 또한, 보텍스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

에 레이놀즈 전단 응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텍스 패킷이 수반하는 레이놀즈 

응력은 각각의 보텍스로 인해 유도되는 레이놀즈 

전단응력의 선형적인 합보다 크게 되어 보텍스 패

킷이 큰 레이놀즈 응력의 발생과 관련 있다는 

Adrian 등(5)의 주장과 일관되는 결과이다. 

 

3.2 보텍스 패킷의 상호 작용 

보텍스 패킷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

해, Reτ = 590 유동장에서 초기에 두 개의 인접한 

헤어핀 보텍스가 보텍스 패킷으로 발달하는 경우

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의 두 개의 

보텍스는 주 유동 방향 또는 횡 방향으로 200 벽

단위 떨어져 위치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위치에서의 Q2 이벤트를 조

건으로 하는 조건부 평균 유동장을 통해 부과하였

다. 

Fig. 7 은 두 개의 초기 보텍스에서 보텍스 패킷

으로 발달하는 과정 중 몇 순간들의 보텍스 구조

를 보여준다. 발달 과정의 초반부를(t+ = 104) 살펴

Fig. 7 Snapshots of vortical structures evolved from two adjacent hairpin vortices with (a) streamwise and (b) 
spanwise separation of 200 wall units in the channel flow at Reτ = 590. Vortices are visualized by the 
isosurface of 20% of initial maximum swirling strength. Y axis is scaled up by a factor 2 to clearly 
visualize the secondary hairpin vortices. The grid spacing is 200 wal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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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보텍스들의 상호 작용은 크기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유동 방향으로 떨어진 보텍스의 경우

(Fig. 7(a)), 하류 부분에 위치한 PHV 는 상류 인접

한 PHV 의 영향으로 SHV 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류에 위치한 초기 보텍스의 발달 과정은 하나의 

보텍스의 발달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Fig. 7(b)에서 

나타낸 횡 방향으로 떨어진 보텍스의 발달 과정 

또한, 하나의 보텍스 발달과 거의 유사하다.  시간

이 지날수록(t+ = 330), 보텍스 패킷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인접한 패킷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하나의 보텍스에서 발달된 패킷과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Fig. 8에서는 주 유동(Fig. 8(a)) 또는 횡(Fig. 8(b)) 

방향으로 200 벽단위 만큼 떨어진 초기 보텍스들

에서 시작하여 t+ = 368 지난 시점에서의 보텍스 

구조를 x-y 및 x-z 평면에서 나타내었다. 초기의 

보텍스가 주 유동 방향으로 정렬된 경우(Lx
+ = 200), 

전체적인 패킷의 경사각은 10o 로 관측되며 이는 

하나의 보텍스에서 발전한 패킷의 경사각(14o) 보

다 낮은 값이다. 그러나 초기의 보텍스에서 발전

된 PHV 들이 이루는 경사각은 15o 로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난다. 초기의 보텍스가 횡 방향으로 정렬

된 경우(Lz
+ = 200) 패킷의 경사각은 하나의 보텍스

로부터 발달한 패킷의 경사각과 동일하게 관측되

었다. 발달된 보텍스 패킷의 횡 방향 크기를 살펴

보면, 우선 가장 하류에 위치한 PHV의 폭은 대략 

400 벽단위로 동일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보텍스로

부터 발전된 패킷 내부의 PHV 의 폭보다 대략 50 

벽단위 정도 큰 값이다. PHV 머리 부분의 횡 방향 

크기는 상대적으로 보텍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HV의 다리 부분에서 발견된다. Lx
+ = 200 인 경우

는 하나의 보텍스에서 발달된 패킷과 거의 유사하

게 횡 방향으로 300 벽단위의 크기를 갖는다. 반

면, Lz
+ = 200인 경우, 다수의 QSV가 발생하여 횡 

방향으로 대략 600 벽단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Adrian 등(13)은 Reτ = 300 인 유동장에서 Lz
+=100 

인 경우에 대해 횡 방향으로 인접한 헤어핀 보텍

스의 상호작용을 통해 PHV 의 횡 방향 크기가 두 

배로 증가될 수 있을 보였다. 그러나, PHV 너비의 

증가가 횡 방향 보텍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인

지를 확인하려면 초기 하나의 보텍스에서 발달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본 연구 결과는 횡 방향으

로 인접한 보텍스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PHV 의 

다리 부분에서 크게 발생하고, 패킷의 횡 방향 너

비가 하나의 패킷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난류 채널 유동장에서 대형유동

구조의 발생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헤어핀 보텍스 

패킷의 자체 생성 과정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

였다. Reτ = 180, 395, 590 유동장에서 y+ = 50에 위치

한 초기 보텍스에서 헤어핀 패킷으로의 발달 과정

을 조사한 결과, 버퍼층에서 발생하는 이차 헤어

핀 보텍스의 자체 생성 시간척도는 벽단위로 스케

Fig. 8 X-y and x-z plane view of the vortical structures at t+=368. The grid spacing is 100 wal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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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텍스 패킷이 이루는 

경사각은 보텍스 발달의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진

행할수록 감소하며 이를 통해 PHV 의 성장률보다 

SHV 의 성장률이 더 큰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

였다. 한편, PHV 의 머리가 채널 중심까지 성장한 

시점에서는 패킷의 경사각이 레이놀즈 수에 관계

없이 대략 12o ~ 14o 로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

텍스 패킷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Reτ = 590 

유동장에서 초기에 두 개의 인접한 헤어핀 보텍스

가 보텍스 패킷으로 발달하는 경우에 대한 전산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횡 방향으로 인접한 

보텍스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PHV 의 다리 부분에

서 크게 발생하고, 패킷의 횡 방향 너비가 하나의 

패킷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룬 헤어핀 보텍스의 발달과정은 

횡 방향으로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난류 유동장에서는 완벽히 대칭적인 구조는 존재

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난류 유동에서 발견되

는 비 대칭적인 보텍스들로 구성된 대형유동구조

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높은 레이놀즈 수의 유동장에 대해 초기의 비 대

칭 보텍스의 발달 과정을 조사하거나,(8) 외부 교란

에 의한 비 대칭 구조의 발달(9)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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