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IMST, Vol. 17, No. 6, pp. 861-867, 2014 ISSN 1598-9127
DOI http://dx.doi.org/10.9766/KIMST.2014.17.6.861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7권 제6호(2014년 12월) / 861

1. 서 론

  뭉툭한 물체(bluff body)의 주 를 지나는 유동은 다

양한 공학  응용에서 자주 하게 되는 문제로 많은 

연구자들의 심을 받아왔다. 그 가운데서도 원형 실

린더 형상은 표 인 뭉툭한 형상으로 지 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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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1,2]  수치 [3,4] 방법을 통해 원형 실린더 주 의 

유동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단순한 형상에도 불구하고 원형 실린더 주 의 유동

상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진다. 특히, 이놀즈수

(Reynolds number)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천이과정

을 겪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유동의 비 칭성  유동

박리(flow separation)에 의한 와류 흘림(vortex shedding) 
등의 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고 이놀즈수에서는 

실린더 후류에서의 유동이 다양한 크기규모의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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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flow around a circular cylinder at Re = 3.6×106 is numerically simulated using 
URANS approa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urbulence models(Realizable k-ε, RNG k-ε) 
through the prediction of the unsteady flow characteristics around the cylinder. The time-averaged drag coefficients 
and vortex shedding phenomenon in the wake region are compared to available experimental data and other 
numerical results. The simulation with Realizable k-ε model is found to be more dissipative due to large eddy 
viscosity predicted in the wake region while the simulation with RNG k-ε model predicts a complex vortex 
shedding phenomenon with more coherent structures real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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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를 포함하는 난류 유동이 되면서 복잡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징 인 상들로 인해 원형 실

린더 주 의 유동은 산유체역학자들에게 새로운 수

치계산법의 검증 는 난류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기 

한 벤치마킹 문제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특히, 최근

에는 컴퓨터 성능의 비약  발 과 함께 에는 불가

능했던 복잡하고 방 한 난류 상을 수치모사를 통해

서 재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수치모사 방

법을 통해 이러한 난류 상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늘

고 있는 추세다.
  난류의 수치모사 방법은 크게, 난류 상의 모든 크기 

규모에 해 부 는 그 일부를 직  계산하는 방

법인 직 수치모사(DNS : Direct Numerical Simulation)
와 큰와류모사(LES : Large Eddy Simulation) 등의 방법

과 난류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경험 인 가정을 바탕

으로 한 난류모델을 도입하여 종결(closure)시키는 방법

인 URANS(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법이 있다. DNS는 이론 으로 모든 난류 상을 만

족시키는 Navier-Stokes 방정식을 아무런 모델의 도입

없이 직  수치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지 까지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DNS를 이용한 계산을 해서는 난류의 가장 작은 크

기규모인 Kolmogorov 크기규모보다 작은 격자 크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이를 해 필요한 격자수는 이놀즈

수가 증가할수록 천문학 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병렬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성능 컴퓨터의 도

움에도 불구하고 재 DNS를 이용한 계산은 부분 

낮은 이놀즈수의 기  연구 수 에 머물러 있는 실

정이다. 보다 실 인 방법으로 LES나 DES(Detached 
Eddy Simulation) 는 hybrid RANS/LES 등과 같은 방

법을 이용한 난류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 지고 있

으나, 이들 역시 DNS보다는 덜하지만 여 히 엄청난 

계산양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부분이 매우 

높은 이놀즈수에 해당하는 공학  문제에 이들을 

용하기에는 실 인 문제가 있다.
  상기의 문제로 인해 합리 인 계산비용으로 비교  

정확한 계산 결과를 주는 URANS 방법이 여 히 공

학 분야 반에 걸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URANS 방법은 DNS나 LES처럼 난류에 존재하는 비

정상(unsteady) 와류를 직  모사하지 않는 신 필연

으로 난류 모델을 도입해야만 하며, 이러한 난류 모

델은 주로 경험  가정에 바탕을 두거나 특정한 난류

상을 재 하기 해 특수한 목 으로 개발된 것들

이어서 어떤 난류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수치해의 결

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난류 모델을 용

하는데 있어 항상 그 타당성에 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  문제에서 자주 하게 되는 

뭉툭한 물체 주 의 난류 유동해석과 련하여 URANS 
난류 모델의 성능 비교를 통해 URANS 방법의 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이놀즈수 

3.6×106에 해당하는 원형 실린더 주 의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난류 모델의 성능 비교를 해 사용된 모

델은 Realizable k-ε 모델과 RNG k-ε 모델이며, 상용 

로그램인 Fluent를 통해 수치계산을 수행하 다. 계

산된 결과는 실험값  다른 연구자들의 수치계산 결

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의 공간 이산화를 해 격

자 심(cell-centered)의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
이 사용되었다. 유동해석자는 segregated 방법을 사용

했으며, 압력-속도보정 알고리즘으로는 SIMPLE기법을 

사용했다. 운동량 방정식의 차분화에는 2차 정확도의 

풍상차분법(upwind scheme)을 용했으며, 시간에 한 

차분화를 해 2차 정확도의 Euler 후방 차분에 근거

한 내재 (implicit) 기법을 사용하 다. 와 성계수는 

앞서 언 한 두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계산 

비용 감을 해 Launder와 Spalding[5]에 의해 제안된 

벽함수법(wall function)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수

행한 모든 계산은 체 역을 12개의 부 역으로 분

할하여 병렬 계산하 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

하고 있는 PC 기반의 Unix 클러스터에서 수행되었다.

3. 결과  토론

  본 연구에서는 URANS 방법을 용하여 이놀즈수

가 3.6×106에 해당하는 원형 실린더 주 의 난류 유동

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먼  Fig. 1에는 해석에 

사용된 계산 역  경계 조건을 나타내었다. 경계 

조건의 경우, 실린더의 표면에서는 유속이 0인 no-slip 
조건을 용했으며, 유동입구면에서는 2%의 난류 강

도(turbulent intensity)와 함께 균일한 자유류(free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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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가정하 다.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는 periodic 
경계 조건을 용하 으며, 원방경계의 윗면과 아랫면

에는 모두 비 성(inviscid) 벽면 조건을 부과하 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Fluent의 격자 생성 로그램인 

Gambit과 Tgrid를 통해 생성하 다. Fig. 2에서는 실린

더 주 의 격자 생성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경계층 유

동 역에는 실린더 표면으로부터 높은 종횡비(aspect 
ratio)를 가지는 리즘 격자를 층하고 비 성 유동 

역에 해서는 사면체 격자를 사용하 다. 성 격

자층의 기 두께는 5×10-4이고 계산으로부터 얻은 

기 두께에서의 평균 y+≡ 는 약 26이었다.

Fig. 1.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Fig. 2. Computational mesh around the cylinder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의 후류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물리 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기 해 상되는 

실린더 후류 역에 해 Fig. 3과 같이 국부 으로 

격자를 조 하게 분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격

자 수렴성 테스트를 해 후류 격자의 도가 서로 

다른 3개의 격자계를 구성하 다. 격자 수렴성 테스트

를 해 사용된 난류 모델은 Realizable k-ε 모델이며, 

0.0018의 무차원 시간 간격 ∆(≡∆∞)을 이용

하여 비정상 계산을 수행하 다. 무차원 시간 간격은 

다른 수치  연구들[1,2]을 참조하여 선택하 으며, 계

산 결과 후류에서의 비정상 유동 특성을 충분히 포착

할 수 있는 시간 간격임을 확인하 다. 비정상 계산은 

총 288의 무차원 시간에 해 수행하 으며, 통계  

분석을 해 마지막 180의 무차원 시간에 해 비정

상 유동 특성 자료를 수집하 다.

  Fig. 3. Computational mesh in the wake region for 

mesh convergence test

  Table 1은 격자 수렴성 테스트를 해 만들어진 3개
의 격자계에 한 격자 정보와 격자 수렴성 테스트 

결과를 보여 다. 먼  격자계 M2와 M3를 사용한 계

산결과에서는 실린더 후류에서 발생하는 와류 흘림에 

의한 비정상 유동 특성이 포착된 반면, 격자계 M1을 

사용한 계산 결과에서는 후류 역에서의 격자가 

무 성기어 수치  소산(dissipation)에 의해 와류 흘림 

상이  포착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M2
와 M3 두 격자계 간에 계산된 항계수(time-averaged 
drag coefficient, CD)  Strouhal수를 비교하 다. 그 

결과, 항계수의 경우에는 두 격자계 간의 차이가 무

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으나, Strouhal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수렴된 해를 해서는 M3 격자계 보다 더 높은 해상

도를 가지는 격자에 한 테스트의 필요성이 있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M3 격자계가 실린더 후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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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유동 상을 포착하는데 충분한 해상도를 가지

는 것으로 단했으며, 이를 RNG k-ε 모델을 이용한 

계산에도 사용하 다.

  Table 1. Information of 3 mesh sets and results of 

mesh convergence test

Mesh # of cells # of nodes CD St

Coarse(M1) 1,327,747 397,700 0.424 -

Mid(M2) 3,011,889 679,592 0.396 0.26

Fine(M3) 6,711,837 1,289,831 0.394 0.286

  Fig. 4에는 두 난류 모델(Realizabel k-ε, RNG k-ε)을 

사용하여 계산된 실린더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 분포

(Cp)를 실험값[4]  다른 수치해석 결과[2,6]와 비교하여 

도시하 다. 그림을 통해 계산 결과가 두 모델 모두 

실험값의 경향을 정성 으로 잘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다소

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반 으로 유사한 결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수치해석 결과

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린더 뒷면에서 측된 음의 

Cp값은 실험값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강한 역압력 구배가 존재하고 작은 

교란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린더 유동의 특성

상 실험에서의 유동조건을 수치 으로 정확하게 모델

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2].

Fig. 4. Mean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실린더의 압력 분포를 측하는데 있어 두 난류 모

델 간의 차이는 기  부분(θ = 160°～180°)을 제외하

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NG k-ε 모델이 

Realizable k-ε 모델에 비해 기  부분에서의 압력을 

다소 낮게 측하 으며, 이는 기  항(base drag)을  

Realizable k-ε 모델에 비해 크게 측했음을 말해 다. 
이러한 기  부분에서의 차이는 주로 실린더 후류에

서의 비등방성(anisotropic) 난류 유동을 측하는 난류 

모델의 성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5는 Hunt et al.[7]이 제안한 와류 식별방법을 사

용하여 원형 실린더 주 에서의 순간 인 와류 구조를 

나타내었다. 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한 계산 결과를 

보면, 실린더 후류에서의 와류 구조가 거의 2차원 이

며, 잘 조직된 형태의 규칙 인 와류 흘림 상이 나

타나고 있다. 반면에, RNG k-ε 모델을 사용한 결과에

서는 복잡한 형태의 조직 구조(coherent structure)들을 

보다 많이 찰할 수 있으며, 와류 흘림 상이 3차원

이고 매우 불규칙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RNG k-ε 모델의 3차원  후류구조 측은 난류 모델

의 성능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비정렬 격자 생성 시 발

생하는 span 방향의 비 칭성에 의한 수치  요인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재까지 많은 실험

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놀즈

수 3.6×106의 유동조건은 upper transition 역으로, 이 

역에서는 RNG k-ε 모델이 측한 후류 형태와 비

슷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3차원  와류 흘림 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ealizable k-ε 모

델이 측한 것처럼 잘 조직된 형태의 규칙 인 와류 

흘림 상은 실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8]. 따라서 

Realizable k-ε 모델은 후류에서의 비정상 유동 특성을 

소산시키는 성질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과 실

린더 후류에서의 유동 상을 비 실 으로 측한 것

으로 단된다. 실제로 Fig. 6에 나타낸 실린더의 칭

면에서의 와 성계수비를 비교해 보면, Realizable k-ε 
모델이 RNG k-ε 모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와 성계

수를 측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과 으로 난

류의 과도한 소산을 야기하여 유동의 비정상 거동을 

감쇄시켰음을 알 수 있다.
  Fig. 7에는 두 모델을 통해 계산된 양력  항 계

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Realizable k-ε 모델은 오직 큰 크기규모의 규칙

인 와류 흘림 상에 의해 양력  항 계수가 시

간에 따라 주기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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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lizable k-ε

     

b) RNG k-ε

Fig. 5. Instantaneous iso-surfaces of Q = 0.5

     

                       a) Realizable k-ε                                b) RNG k-ε

Fig. 6. Instantaneous eddy viscosity ratio() at the symmetric plane

     

Fig. 7. Temporal histories of lift and drag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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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과도한 소산으로 인해 특히 항력 계수에서의 진폭

이 크게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RNG 
k-ε 모델은 난류의 복잡한 조직 구조로 인해 와류 흘

림 상이 불규칙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최종 으로 Table 2에는 두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항계수  Strouhal수를 실험[3,4,9-13]  다른 

수치해석 결과[1]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를 통해 실

험값이 넓은 범 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실린더를 지나는 유동이 

실린더의 표면 거칠기나 유입류의 난류 정도 등과 같

은 실험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했을 때, 두 모델의 계산

된 결과가 모두 실험값의 범  내에서 타당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두 

난류 모델에 의해 측된 후류에서의 비정상 유동 특

성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난류 모

델의 성능 차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 다. Realizable 
k-ε 모델의 경우 지 까지 다양한 난류 유동에 해 

표  k-ε 모델에 비해 보다 개선된 결과를 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린더 유동

의 경우에는 후류 역에서 과도한 와 성계수를 측

함으로써 비정상 난류의 특성을 제 로 측하지 못하

다. 반면, RNG k-ε 모델은 재순환 유동(recirculating 
flow) 역에서 와 성계수를 작게 측하는 특성 때

문에 비등방성 난류 유동을 잘 측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14], 특히 후향 계단(backward-facing step) 유

동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본 문제에서도 실린

더 후류의 난류 상을 보다 실성 있게 측함으로

써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

만 보다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해서는 실린더 후류에

서의 세부 유동 특성을 실험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 가능한 실험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수행하지 못하 다.

Table 2.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CD St

Present(Realizable k-ε) 0.394 0.286

Present(RNG k-ε) 0.418 0.2

Catalano et al. URANS Re = 4×106 0.46 -

Published experimental data 0.36-0.75 0.17-0.29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놀즈수 3.6×106에 해당하는 원형 

실린더 주 의 난류 유동해석을 통해 Realizable k-ε과 

RNG k-ε 난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URANS 방법

의 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 다. 해석 결과, 두 

모델 모두 항계수  Strouhal수를 실험값의 범  

내에서 측하 으나, 후류에서의 비정상 유동 특성을 

측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 다. Realizable k-
ε 모델은 후류 역에서 과도한 와 성계수를 측함

으로써 유동의 비정상 거동을 소산시키는 성질이 강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로서 후류에서 규칙

이고 잘 조직된 형태의 비 실 인 와류 흘림 상을 

측하 다. 반면에, RNG k-ε 모델은 실린더 후류와 

같이 강한 비등방성 난류 유동에서 와 성계수를 낮

게 측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크기 규모를 가지

는 난류의 조직구조와 함께 복잡한 와류 흘림 상을 

보다 실성 있게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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