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부유 입자가 있는 난류에 대한 해석은 원자로

와 연소실 내의 유동 강둑 침전물의 퇴적 먼지, ,
폭풍 구름 역학 등과 같은 유체 분야와 산업 분,
야에서 자주 발견되는 매우 흥미 있는 주제 주

중 하나이다 난류 속에 부유되어 있는 입자들은.
난류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난류 특성의 변화

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대기 해수 환경 내의. ,
오염물질의 확산을 조절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유 입자를 가진 난류에 대한 연구는 더

욱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중력과 같은 외부 힘. ,
에 의한 입자의 침강 속도는 입자가 얼마나 오랫

동안 부유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균질한 등방성.
난류는 그것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일찍부

터 입자 확산에 대한 연구와 수치해석이 행해졌

다.
부유입자에 대한 난류의 확산은 라그란지안 해

석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며 통

계량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등은 격자가Snyder, Lumley, Wells, Stock
생성된 난류 내에서 입자에 대한 난류의 확산 정

보를 얻어내었다 또한 직접수치모사 는 난. , (DNS)
류 내의 유체입자와 부유된 입자의 라그란지안

통계량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Fung &
Perkins, Squires & Eaton, Yeung & Pope). Wang

는 직접수치모사를 수행하여 난류& Maxey(1993)

중력이 존재하는 등방성 난류에서 작은 입자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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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관성을 갖고 있는 부유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는 크기의 종단 속도와 비교하여Kolmogorov
상당부분 증가하며 이때 부유 입자들은 소용돌,
이가 작고 변형률 속도가 높은 곳에 주로 응집하

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와. Yang & Lei(1998)
등 은 이 침강 속도를 관찰하는데Aliseda (2002)

있어서 난류 척도와 입자의 선택적 응집의 효과

를 각각 밝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난류 유체 입자가 부유 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라그란지안적 관점에서

크기에 비례하는 관성과 종단 속도를Kolmogorov
주었을 때 발생하는 유체 입자와 부유 입자의 거

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유 입자에 의한.
난류 특성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 수치 모사2.

××



지배방정식2.1
형태의 와 연속 방정식rotational Navier-Stokes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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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

작은 스케일의 난류의 특성은 통계학적 균질성,
등방성 그리고 일반성이다 균질한 등방성 난류, .
는 난류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작은 스케일에

서의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통계학적으

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고정된 속도장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외부

에서 힘을 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Eswaran
가 제시한and Pope(1988) Uhlenbeck-Ornstein(UO)
에 기초를 둔 방법을 사용random processes forcing

하였다.

입자 추적 기법2.2
2.2.1 3-dimensional 4-point Hermite interpolation
일반적으로 입자의 위치는 계산 도메인의 그리

드 포인트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
수적으로 입자의 위치에서의 유체량 즉 속도 압, ,
력 가속도 등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도가 높은,
내삽법을 사용한다 모든 파수 영역에서의 속도.
정보를 직접 합을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내삽법은 가장 높은 정확Spectral
도를 갖는 방법이지만 그 계산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라그란지안 통계

량을 얻는데 적합성이 떨어진다 최근에. Choi et
은 한 방향에 대한 라그란지안al.(2004) 6th-order

다항식을 이용한 내삽법과 내삽법2-point Hermite
등을 비교하여 다항식을 조합한Chebyshev 4th-

내삽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른 내order Hermite .
삽법에 비해 정확도와 시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적합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내삽. 4-point Hermite
법을 차원으로 확장하여 입자의 위치에서의 유3
체의 량을 구하였다.

  



















 







 







 







 

내삽법에 대한 기저함수를 살펴보4-point Hermite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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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리드 크기를 나타낸다.



유체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2.2.2
유체 입자의 운동경로는 입자에 대한 운동 방

정식의 적분에 의해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  ,는 각각 초기위치와 시간 에서

의 유체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낸다. Navier
의 해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 차분-Stokes

에 대해서는 를 적용하였고 공간 차분에 대RK3 ,
해서는 계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심4th-order
차분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유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2.2.3
난류에서 부유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항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high-order .(Maxey &
Riley)




   



 



      

여기서 는 입자의 질량, 는 부유 입자가 위

치한 곳의 유체의 질량, 는 중력가속도, 는 부

유 입자의 반경을 나타낸다 의 오른쪽에 있는. (7)
항들을 살펴보면 각각 부력 유체의 가속도 부유, ,
입자의 질량에 의한 관성력 저항을 의미, Stokes
하고 있다 식을. (7) 로 나누고 부유 입자의 밀

도가 유체 입자의 밀도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

하면 즉,  ≫ 이면 무거운 입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8)

 ≡ 
는 입자의 특성 시간스케일로 입

자의 반응시간 이라 한다(particle response time)
중력에 의한(Crowe, Sommerfeld & Tsuji, 1993).

침강을 고려하여 표현한 식은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유체 입자와 부유 입자와의 상대속

도≡  나타내고 ≡ 는 침강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를 적. RK3
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부유입자에 대한 라그란지안 분석3.

라그란지안 상관관계 함수3.1
부유 입자에 대한 확산을 알아보기 위하여 라

그란지안 상관관계 함수를 조사하였다 속도와.
가속도의 라그란지안 상관관계 함수는 다음과 같

다.

   

      (10)

   

      (11)

괄호 은 조화 평균된 값을 의미하고<> 는 기

준 시간을 의미한다 난류 유체의. Kolmogorov
에 상응하는microscale Stokes number(  )

와  두 가지 매개변수를 고려하였다.

은 침강 속도와 난류 유체의 특성속도인Fig 1.
속도의 비Kolmogorov 를 로 고정시키고1

를 에서 까지 변화시키면서Stokes number 0.1 100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라그란지안 상관관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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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grangian autocorrelation function of
velocity and acceleration at various 0.1≤St≤100



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는 반대로. Fig.2
  로 고정하고 를 부터 까지 변화시1 5

켰을 때 속도와 가속도의 라그란지안 상관관계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중력의 영.
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의 상관관계는 감소하

고 침강 방향의 상관관계는 그 외 방향에 비하여

조금 더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와 이 제시한 것과 같이 부유되어Csanady Yudine

있는 작고 무거운 입자들은 침강하는 속도 즉,
중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동장 내의 난류구조와

같은 소용돌이 들을 뚫고 지나가려 하기 때(eddy)
문이다. (Crossing trajectory effect)

침강 속도의 증가3.2
중력의 영향으로 인한 부유 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 의 증가를 조사하였다 를. Stokes number

 부터 까지 변화시키면서 난류가 없는 유체5
내에 부유되어 있는 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와 비

교하였다 부유 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비율에 대.
한 식은 다음과 같다.

  

 
  (12)

식 에서 오른쪽 마지막 항은 도표를 로그스(12)
케일로 표현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에서. Fig 3.
보는 것과 같이 평균 침강 속도비는    주변

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전후로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 제시한 것처럼Wang & Maxey(1993) Stokes

가 일때 작은 소용돌이 와 같은 난류number 1 (eddy)
구조 주위에서 부유입자들이 선택적으로 집중하

는 현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침강 속도비. 

를 과 로 증가시킬수록 평균 침강속도 증가율3 5
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아주 작은 를 갖Stokes number

는 경우 입자가 아주 작아져서 난류 유체의 움직

임과 완전히 같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부유 입자의 평균 속도는 가 줄어Stokes number
들수록 중력방향으로 난류가 없는 잔잔한 유체

내에서 입자가 침강하는 속도 크기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4.

입자가 부유되어 있는 중력이 고려된 등방성

난류에서 유체 입자가 부유 입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수치모사가 수행되었다.
넓은 범위의 Stokes number(     와 침)
강 속도비에 대한 부유 입자의 속도와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각각 알아보았다 부유 입자는 중력.
의 영향으로 그 상관관계를 더 빠르게 잃어버리

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력 방향의 상관관계가 그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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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creasement of settling veloci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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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grangian autocorrelation function of
velocity and acceleration at various 1≤≤5



외 방향에 비하여 조금 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입자의 평균 침강 속도가 난류가 없는 유.
체 내에서의 침강 속도 보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가 아주 작은 입자 즉 크기Stokes number ,
가 매우 작은 부유 입자라 하더라도 입자 평균속

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침강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조금 더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추후 다양.
한 크기의 를 고려하여 그것에 따른 입자들

의 상관관계와 침강속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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