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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 경계층 상호작용에서 난류모델 및 난류점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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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mpression ramp problems and an impinging shock problem are computed to investigate influence of 
turbulence models and eddy viscosity on the shock-wave / boundary layer interaction. A Navier-Stokes boundary 
layer generation code was applied to the generation of inflow boundary conditions. Computational results are 
validated well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effects of turbulence models are investigated. It is shown that the 
behavior of turbulence (eddy) viscosity directly affects both the extent of the separation and shock-wave positions 
over th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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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충격파 경계층 상호작용(Shock-Wave / Boundary Layer 

Interaction)은 초음속 이상으로 운용되는 비행체나 발사체에서 

충격파와 경계층이 상호 간섭을 일으키는 현상을 뜻한다. 이

러한 상호 작용은 유동의 불안정성(unsteadiness)을 야기 시키

며 경계층의 박리까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복잡한 물리적 현

상을 동반하므로 유동장의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공

기흡입식 비행체 엔진의 흡입구(intake)나 로켓의 핀(fin) 등의 

돌출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체의 

설계에 있어서 충격파 경계층 상호 작용의 해석 및 예측이 

매우 중요해진다.

충격파 경계층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적 현상

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수행 되었고 크게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으로 나

눌 수 있다. 실험의 경우에는 모델을 제작하여 여러 물리적인 

조건을 바꿔 표면 압력, 마찰 계수 측정 그리고 유동 가시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1-5].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지배 방정식을 계산하여 유동장의 

유동변수(flow variables)들을 직접 구하는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 Fluid Dynamics)을 들 수 있다. 이때, 지배 방정

식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각각의 모델링이 필요하게 되고 모

델링에 따라 해석 결과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현대 전산유체

역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지배방정식인 나비어-스톡스

(Navier-Stokes) 방정식을 접근 방법에 따라 모델링 없이 직접 

계산하는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일정 크기 이상

의 와류를 다루는 LES (Large Eddy Simulation), 시간 평균 개

념으로 접근한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의 3가

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RANS 해석은 비정상성이 강

한 문제의 경우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DNS나 LES로의 접근은 물체의 형상이나 레이놀즈수에 따라 

높은 조밀도를 가진 격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도 아직까지 

DNS나 LES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

인 공학문제의 접근에 있어 RANS 해석이 보편적으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RANS 해석은 지배방정식에 시간평균을 적용할 때 대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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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선형 항인 ′′  레이놀즈응력

(Reynolods stress)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레이놀

즈응력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와점성 모델(Eddy 

viscosity model)과 레이놀즈응력 자체를 전달 방정식을 통해 

구하는 레이놀즈응력 모델(Reynolds stress model)[6]로 나눌 수 

있다. 레이놀즈응력을 변형률(strain)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Boussinesq[7]의 가설로부터 출발한 와점성 모델은 난류점성

(turbulence eddy viscosity)을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난류전

달 방정식을 지배방정식과 함께 계산한다. 이 난류 모델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대표적으

로 Spalart and Allmaras[8], [9], k-ω Wilcox[10] 그리고   

k-ω SST[11]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RANS 해석 결과가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난류모델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충격파 경계층 상호작용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난류모델에 따른 해석 결과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으

며 앞선 연구들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Knight et 

al.[12]은 선행 연구들의 RANS 해석 및 LES 해석 결과들을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비교를 하였으며 Oliver et al.[13] 역시 

여러 가지 난류 모델에 대한 RANS 해석간의 비교를 시도하

였다. 또한, Sinha et al.[14]의 경우 난류모델의 수정을 통해 

보다 나은 해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 결과에서 나타난 난류모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난류모델들은 난류 전달 방정식을 통해 난류

점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난류 전달 방정식 및 난류점성 

모델링에 여러 계수 값들이 사용되고 이러한 계수 값들은 실

험값 등의 관계로부터 결정지어진다. 이 중 k-ω 모델은 난류

점성의 크기를 전달방정식으로부터 구해진 난류운동 에너지

와 소산율(dissipation rate)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때, 난류

점성 계산에 있어 모델 계수 가 상수로 결정 되어 있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값이 항상 유효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Craft[15]는 벽면 근처의 난류가 점성에 강한 영향을 받으며 

단일 매개변수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형률과 와도

(vorticity)의 함수로 계수를 대체하고 있다. 이때 사용한 함수

는 DNS 연구결과를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비압축성에

서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ANS 해석의 경우 난류모델이나 난류모델에 사용되는 모

델링의 수정을 통해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파 경계층 상호작

용 문제를 통해 난류모델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난류 모델간

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Craft에 의

해 제안된 난류점성 모델을 k-ω SST 및 k-ω Wilcox 난류모델

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모델링의 개선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기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RANS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

며 2차원 압축성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q는 보존형의 유동변수벡터(conservative variable 

vector), fj와 fvj는 xj방향으로의 비 점성 유속벡터(inviscid flux 

vector)와 점성 유속벡터(viscous flux vector)를 나타낸다. 식 (1)

의 지배방정식을 공간이산화 하기 위해 격자중심 유한 체적

법을 사용하였다. 비 점성 유속(inviscid flux)을 계산하기 위하

여 AUSMPW+[16]와 3차 정확도 MUSCL 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격자 경계면에서의 점성유속을 구하기 위해 중심차분을 

사용하였다. 가상시간에서 정상해를 구하기 위해 DADI 기법

(Diagonalized ADI)을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은 k-ω, Wilcox k-ω 

SST, Spalart-Allmaras 모델을 사용하였다[17].

2.2 유입류

참고문헌[2]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유입류 입력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램프 앞쪽의 평판을 해석하여 여기서 나온 해

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많은 시간이 입력 조건 계산을 

위해 소모되며 경계층 적분 변수들을 원하는 조건으로 맞추

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시간의 소모를 줄이고 입력조건으로 

주어지는 유동의 속도 경계층, 온도 경계층(thermal boundary 

layer) 및 경계층 적분 변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EDDYBL을 

이용하였다[18]. EDDYBL은 경계층 방정식과 난류 방정식을 

풀어서 경계층 두께나 각 난류 모델에 따른 난류점성 등을 

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구한 속도 경계층 및 온도 경계

층을 입력조건으로 활용하였다. 이때, 배제두께(displacement 

thickness), 운동량두께(momentum thickness) 그리고 형상함수

(shape parameter)등의 경계층 적분 변수들을 실험값과 일치 

시켰으며 난류 변수 값들은 해석자 내부에서 구해 외삽 하였

다. 아래의 식 (2), (3)은 배제두께와 운동량두께를 나타낸다.

 





  (2)

 






 
  (3)

2.3 난류 전달 방정식

와점성 모델의 출발은 같으나 난류 모델에 따라 난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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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S-A와 k-ω SST의 난류 전달 방정

식의 구성을 통해 난류모델 및 난류점성 계산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Spalart 그리고 Allmaras에 의해 제안된 S-A 모델의 난류 

전달 방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이때, 난류점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

S-A 모델의 경우 하나의 전달 방정식을 통해 난류 점성을 

결정하게 되며 난류점성의 계산 또한 아래에서 살펴 볼 k-ω 

SST 모델과는 차이를 보인다.

Menter에 의해 제안된 k-ω SST 난류 전달 방정식을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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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ω SST 모델은 경계층 안에서는 k-ω 모델을 이용하여 계

산하고 경계층 밖은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식 (7)의 F1함수가 벽면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라 난류 모델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계층 안에서는 1이 되고 

바깥에서는 0이 된다. 난류 전달 방정식을 통해 구해진 난류

로 난류 점성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8)

여기서 는 0.09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며 F2는 벽면까지의 

거리, 난류 운동 에너지(k), 소산율(ω)의 함수이다. k-ω SST 모

델의 경우 두 개의 블렌딩(blending) 함수 F1, F2를 이용하여 

경계층을 구분 짓고 그에 따라 난류 전달 방정식의 구성 및 

난류 점성을 계산 하게 된다. 난류점성은 벽면과 아주 가까운 

영역에서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지도록 설계 되어 있고 경계층 

밖에서는 본래의 난류 점성의 정의(  )에 따르게 된

다. 난류 운동 에너지의 생성항과 블렌딩 함수 및 계수들을 

제외한다면 k-ω Wilcox와 거의 동일한 난류 전달 방정식을 가

지게 된다. 식 (6) k-ω SST 모델의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항

을 보면 다음과 같다.

min× (9)

k-ω Wilcox 모델과 다르게 난류의 생성을 소멸항의 열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k-ω Wilcox 모델에서 발

생하는 지나친 난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난류점성을 결정하는 식 (8)에서 를 상수 대신 앞서 언

급한 Craft에 의해 제안된 모델[1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ax



× exp


expmax

 




(10)

 

 (11)

 

 (12)

값을 변형률과 와도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게 되고 

식 (8)에 적용하여 유동장의 난류점성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함수로 정의 된 를 이용한 난류점성의 결정이 경계층이나 

박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전체 해석결과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앞서 언급한 난류모델의 효과와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3. 결  과

3.1 난류 모델의 효과

각 난류 모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석 대상으로 두 

가지 각도의 압축성 램프 문제 및 Impinging Shock 문제를 선

택하였다.

3.1.1 압축성 램프의 격자 및 유동 조건

두 가지 램프 문제의 유동 조건 및 유입류 조건은 Table 1

과 같다[13].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유입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EDDYBL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경계층의 주요 변수인 

경계층 두께, 운동량 두께, 형상함수 등이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및 온도 경계층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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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id of 24° compression ramp problem

Fig. 2 Test of grid convergence

류 조건으로 주었고 자유류의 난류 운동 에너지는 난류 강도

로 결정하였으며 벽면온도는 275.3K로 고정하였다.

격자는 레이놀즈수를 고려하여 y+가 1 이하가 되도록 격

자 벽면부터 첫 번째 셀까지의 간격은 1.0×10-6로 하였으며 사

용한 격자의 전체 격자수는 85,000이다. 24° 램프의 격자는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각 해석 대상의 격자는 Fig. 2와 같은 격자 테스트를 하여 

격자가 충분한 조밀도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두 번째 격자부터 충분한 격자수를 가지는 것

으로 보이며 총 격자수가 85,000개 이상일 경우 박리 크기, 

충격파 위치, 마찰 계수 등의 해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24°
δ* (mm) 6.7 6.1
θ (mm) 1.3 1.2

H 5.15 5.08
M 2.87 2.84

Re/L(m-1) 60.8×106 68.3×106

Table 1 Inflow conditions

Fig. 3 Pressure coefficient (Ramp 8°)

Fig. 4 Skin friction coefficient (Ramp 8°)

3.1.2 8° Ramp

첫 번째로 램프 각도가 작은 8°의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Fig. 3, 4는 표면 압력 계수와 마찰 계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

다. 해석 및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박리는 일어

나지 않고 있으며 압력 그래프를 통해 각 해석 결과의 충격

파 위치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S-A 모델의 경우 k-ω 

SST 모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마찰 계수를 나타내고 있

으며 k-ω Wilcox 모델은 충격파 이후의 마찰 계수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난류 모델에 따른 마찰 계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난류모델의 유입

류를 비교하였다. Fig. 5는 X/δ = -1인 지점에서의 경계층 속

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작은 그림은 벽면에서 난류 모델에 

따른 실제 속도 기울기를 난류모델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경

계조건에서의 유입류 경계층 적분 변수들은 동일하게 설정하

였으나 각 난류모델간의 차이로 인하여 경계층의 발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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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ddy viscosity (S-A, Ramp 8°) Fig. 8 Eddy viscosity (k-ω Wilcox, Ramp 8°) Fig. 9 Eddy viscosity (k-ω SST, Ramp 8°)

Fig. 5 Velocity profile (Ramp 8°) X/δ = -1 Fig. 6 Turbulence eddy viscosity (X/δ = -1, X/δ = 1)

르고 그 결과 램프 앞에서의 경계층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

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벽면의 점성 저층(viscous 

sublayer) 속도 구배의 차이로 인해 난류모델간의 마찰 계수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경계층 두께 또한 차이

가 있다. S-A 모델이 다른 난류 모델에 비해 램프 앞쪽에서 

높은 마찰 계수를 가지는 것도 이러한 속도 구배의 차이가 

한 원인이 된다.

충격파 이후의 마찰 계수 변화를 살펴보자. k-ω Wilocx 모

델의 경우 충격파 이후 다른 난류모델에 비해 높은 마찰 계

수를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앞선 유입류의 경계층과 같이 

경계층에서의 속도 구배가 다른 모델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지만 이것이 벽면에서 난류점성이 큰 것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Fig. 6은 X/δ = -1 및 X/δ = 1 지점에서 벽면 주

위의 난류점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S-A모델이 

충격파 전후 모두 높은 난류점성을 예측하고 있다. 벽면에서

의 이러한 난류점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k-ω Wilcox 모델이 

높은 마찰 계수를 예측하는 이유는 충격파 이후의 난류의 강

도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높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충

격파 이후의 빠르고 강한 난류의 생성으로 인하여 다른 모델

에 비해 벽면에서의 속도 구배가 크며 유동방향으로의 마찰 

계수의 기울기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각 난류 모델에 따른 난류점성을 살펴보자. Fi.g 7-9는 각 

모델의 난류점성을 나타낸 것으로 k-ω Wilcox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난류점성을 예측하고 있다. k-ω 

모델들은 S-A와 달리 충격파에서 불연속성이 발생하는데 이

는 모델 자체의 특성으로 난류점성을 난류 운동 에너지와 소

산율의 비율로 이루어진 관계식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Fig. 10, 

11은 k-ω SST 모델의 난류 운동 에너지와 소산율을 나타낸 

것으로 충격파를 지나면서 급격한 크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난류점성의 불연속성이 생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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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urbulent kinetic energy
     (k-ω SST, Ramp 8°)

Fig. 11 Specific dissipation rate 
     (k-ω SST, Ramp 8°)

Fig. 12 Mean strain rate contour 
    (k-ω SST, Ramp 8°)

Fig. 13 Pressure coefficient (Ramp 24°)

Fig. 9를 다시 살펴보면 k-ω Wilocx 모델과는 다르게 k-ω SST 

모델의 경우 충격파를 지나면서 매우 낮은 크기의 난류점성

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식 (8)의 난류점성의 결

정에 있어서 변형률이 미친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k-ω 

SST 모델은 난류점성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 변형률과 블렌

딩 함수 F2를 이용하여 벽면에서 식 (8)의 우측항이 선택되어 

작은 값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Fig. 12와 같이 충

격파에서의 큰 변형률이 발생하는 경우 우측항이 선택되어 

매우 작은 값의 난류점성을 가짐으로써 충격파 영역에서 비

물리적인 난류점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24° Ramp

앞서 박리가 없는 경우의 램프 문제로 각 난류 모델들의 

특징을 살펴본 데 이어 램프각도가 증가하여 박리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램프 각이 24°로 증가

한 경우의 표면 압력과 마찰 계수를 Fig. 13, 14에 나타내었

Fig. 14 Skin friction coefficient (Ramp 24°)

다. 실험 및 해석 결과를 통해 앞선 램프각 8°에 비해 박리가 

발생하고 충격파의 위치가 박리의 시작점으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램프각 8°에 비해 각 난류 모델들 간의 차이가 뚜렷해졌

으며 전체적으로 S-A 모델의 경우가 박리의 시작점이나 충격

파의 위치 등 실험값을 비교적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

인다. 하지만 비교적 실험값을 잘 따라가는 S-A 모델의 경우

에도 박리 시작점의 마찰 계수의 변화나 충격파 이후의 마찰 

계수 그리고 충격파가 시작되는 지점의 압력 변화는 실험값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음속 유동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경계층 내부의 아음속 영역에서 경계층 박리가 상류유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난류모델에 따라 충격파의 위치가 

다르게 예측되는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일

정 이상의 램프각을 가지는 압축성 램프 문제의 경우 박리와 

충격파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강한 비정상성(unsteadiness)

을 갖게 되고 박리의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비점성



62 / J. Comput. Fluids Eng. Sang Eon Jeon ․ Soo Hyung Park ․ Yung Hwan Byun

Fig. 15 Density contour (S-A, Ramp 24°) 

Fig. 16 Grid of 10° Impinging Shock problem

에서 발생하는 단일 경사 충격파와는 다르게 압축 팬

(compression fan)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2]. Fig. 15

는 S-A 모델의 밀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해석 결과는 박리가 시작되는 위치에서 단일 충격파만

을 잡아내고 있으며 따라서 표면 마찰 계수나 압력 계수에서 

나타나는 충격파 시작점의 변화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Fig. 14를 살펴보면 각 모델들에 따라 마찰 계수가 

실험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k-ω SST 모델의 경우 전체적

으로 지나치게 큰 박리를 예측하고 있고 k-ω Wilcox 모델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게 매우 작은 박리를 예측한다. 이러한 

각각의 박리 예측은 앞서 램프 8°에서 살펴 본 난류 모델들

의 난류 점성 결정과 연관되어 있다.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램프각에서 살펴 본 난류 점성의 특성이 램프각이 큰 경우에

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k-ω Wilcox 모델은 다른 모

델과 다르게 높은 난류 점성을 예측하여 박리를 상대적으로 

작게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압축성 램프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계층 충격파 상호작용 문제에 있어 난류 점성의 크기가 경

계층 특성과 박리 크기를 결정함으로써 충격파 발생위치에 

영향을 주고 전체 해석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3.1.4 Impinging Shock 

다른 해석 예제로 Impinging Shock[19]에 대해서 살펴보자. 

Fig. 17 Pressure coefficient (Impinging Shock, 10°)

Fig. 18 Skin friction coefficient (Impinging Shock, 10°)

이것은 앞선 압축성 램프 문제와 다르게 위쪽에서 발생하는 

경사 충격파가 아랫면의 경계층에 간섭을 일으켜 박리가 발

생하게 된다. 박리 거품으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다시 경

계층 및 경사 충격파와 간섭을 일으켜 복잡한 유동구조를 형

성한다. 대상 문제의 유동 조건은 M=5.0, Re/L=3.67e6이다. 

격자는 레이놀즈수를 고려하여 y+가 1 이하가 되도록 격자 

벽면부터 첫 번째 셀까지의 간격은 1.0×10-6로 하였으며 전체 

격자수는 74,000이고 위쪽 벽의 각도는 10°이다. 격자는   

Fig. 16과 같이 나타내었다. 또한 벽면 온도는 278K로 고정하

였다.

아랫면의 표면 압력 계수와 마찰 계수를 Fig. 17, 18에 나

타내었다. X=0.35인 지점이 경계층이 없을 때 위쪽에서 발생

하는 경사 충격파가 도달하는 곳이다. 압력 계수를 살펴보았

을 때 S-A 모델이 충격파의 위치를 실험값에 비해 늦게 예측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k-ω SST의 경우에는 실험값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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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ensity contour (S-A, Impinging Shock, 10°)

Fig. 20 Density contour (k-ω SST, Impinging Shock, 10°)

교적 잘 따라가고 있다. Fig. 18의 표면 마찰 계수를 보면 k-ω 

SST 모델이 박리를 실험값에 비해 약간 크게 예측하고 있으

며 박리 이후의 마찰 계수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S-A의 경

우에는 박리를 실험값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으나 박리 이후

의 전체적인 마찰 계수의 경향성은 실험값을 잘 따라가고 있다.

k-ω Wilcox 모델의 결과는 앞선 램프와 마찬가지로 박리 

영역을 다른 모델들에 비해 작게 예측하고 있으며 박리 이후 

마찰 계수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램프 문제

와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며, 충격파 이후의 난류 강도와 연

관이 있다. 즉, 다른 모델에 비해 k-ω Wilcox 모델의 경우 충

격파 이후 더 강한 난류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사 충격파가 도달하는 바닥면의 박리 영역을 자세히 살

펴보자. Fig. 19, 20은 S-A, k-ω SST 모델의 밀도를 나타낸 것

이다. S-A 모델의 경우 위에서 경계층 박리를 작게 일으키는

데 이는 앞서 램프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평판을 지나오면

Fig. 21 Skin friction coefficient (Ramp, 24°)

Fig. 22 Skin friction coefficient (Impinging Shock 10°)

서 자라는 경계층 두께 등의 경계층 적분 변수가 k-ω SST 모

델과는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S-A 모

델과 k-ω SST 모델의 두드러진 차이는 박리 영역에서의 충격

파 구조이다. Fig. 20의 k-ω SST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면 박

리 거품이 자리 잡고 있는 위쪽에서 충격파가 이중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충격파가 시작 되는 지점에서의 압

력 계수 변화가 실험값과 같은 경향성을 가지며 부드럽게 변

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S-A나 k-ω Wilcox 모델의 결과

는 압력 계수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이는 박리영역이 

너무 작아 충격파와 상호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이 

결과에서는 k-ω SST 모델만 실제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 현

상을 제대로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Craft eddy viscosity 모델의 효과

지금까지 압축성 램프 및 Impinging Shock 문제를 통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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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ensity contour (k-ω Wilcox+Craft, Impinging Shock)

류모델 및 난류점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난류 점성의 

예측은 난류의 강도 및 박리 거품의 크기 등 해석 결과에 많

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k-ω Wilcox 및 SST 모델의 난류점

성을 결정하는데 관여되는 모델 계수 를 상수가 아닌 변형

률과 와도의 함수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21, 22은 각각 24° 램프와 Impinging shock 문제에 

Craft 모델을 적용 시켰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양쪽 모두 Craft 모델의 효과로 인하여 k-ω SST 박리는 줄었

으며 k-ω Wilcox 모델의 박리는 커졌다. 특히 k-ω Wilcox 모

델의 경우 박리의 크기가 SST 모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램프 문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으며 Craft가 적용된 Wilcox 모델이 SST 모델

과 유사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식 (8)에서 보듯이 

SST 모델에서 이미 변형률의 변화가 난류점성의 결정에 이

미 고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raft 모델과 SST 모델이 유

사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Fig. 22의 Impinging Shock 마찰 계수를 살펴보면 앞선 결

과들과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며, Wilcox 모델의 경우 모델 

계수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Fig. 23과 같이 이중의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선 Fig. 20의 SST 결과

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SST 모델과 Craft 모델에 사용된 비

선형 난류점성 계수의 효과로 인해 과도한 난류점성의 발생

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큰 박리영역을 예측하게 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RANS 해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난류 모델들

을 이용하여 충격파 경계층 상호작용 문제를 해석하였다. 박

리가 큰 램프 문제는 실험값을 정확히 따라가지는 못하였으

나 난류 모델에 따라 실험값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일치하였

으며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기본적으로 난

류 모델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된 유입경계층의 특성이 변

화함으로써 박리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각 난류 모

델이 예측하는 난류 점성의 크기가 박리 크기 및 충격파 구

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을 본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DNS 데이터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Craft 모델의 핵심이 되

는 비선형 난류점성 계수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Craft 모델은 SST 모델에 사용된 난류점성 함수와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Impinging shock 문제에서 

Wilcox 모델의 예측 특성을 SST 모델과 유사하게 변모시킴을 

볼 때, 충격파/경계층 상호작용 문제에서 과도한 난류점성의 

억제가 물리현상의 모사에 중요사항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비교연구의 결과는 DES (detached Eddy Simulation)이나 

Hybrid LES (Large Eddy Simulation)과 같이 경계층의 RANS 

모델링이 필요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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