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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1970년대 이후 많은 난류모델이 개

발되었으며, 2-equation 난류모델이 높은 효율성과 해의 정확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다. 

2-equation 난류모델은 2개의 변수로 난류점성계수를 산출하

는 것으로써, 첫 번째 변수는 난류운동에너지()이며 두 번

째 변수는 소산률(), 비소산률() 또는 소산시간() 등이다. 

2-equation 모델 중에서 두 번째 변수로 소산률()을 사용하는 

 모델과 비소산률()을 사용하는  모델은 우수성

을 인정받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Launder가 

제안했었던 standard  모델[1]은 해에 대한 수렴성과 안

정성이 우수하고 벽함수를 이용하여 벽과 가까운 부분의 유

동특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격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

서  모델은 정확성과 계산효율 관점에서 유용한 난류모

델로서 다양한 난류유동 예측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박리유

동에서  모델은 난류강도와 난류운동에너지를 크게 예

측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2],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재까지 난류모델을 검증하

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동박리, 새로

운 전단층 생성, 재순환유동 등 복잡한 유동형태를 갖는 후

향계단유동이 많이 활용되어 왔다. 후향계단유동에 대한 실

험적 연구로는 Eaton and Johnston[3]이 재부착길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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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Kim et al[4], 

Eaton and Johnston[5]은 압력분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river and Seegmiller[6]는 벽면의 전단응력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Adams et al.[7], Adams[8]는 입구유동의 속도 

및 경계층 두께가 후향계단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였다.

재순환유동을 동반하는 후향계단유동의 실험결과에 근거

한 standard  모델에 대한 검증에 의하면, standard  

모델은 후향계단을 지나는 유동에 발생하는 이차 변형률 효

과(secondary straining effect)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약 

20%정도 짧은 재부착길이를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tandard  모델을 수정한 

다양한 난류모델이 수년간 개발되어왔다. Hanjalic et al.[10]은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률()이 낮은 

wavenumber영역과 높은 wavenumber영역으로 나눈 multiple 

scale  model을 제안하였으며, Yakhot and Orszag[11]는 

renormalization group 이론에 기반을 둔 RNG  모델을 

제안하여, 빠르게 변형되는 유동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켰

다. 또한 Speziale and Ngo[12]는 비선형  모델을 제안함

으로써, 등방성유동을 가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standard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처럼  모델을 활용하여 

후향계단유동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13,14].

standard  모델은 , , 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있다. 하지만 현

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상수는 다양한 유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재순환유동 

해석에 가장 적합한 상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모델상수, 

, , 의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Bradshaw et al.[15]

는 각 유동은 ≈의 값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의 관계로부터 의 값을 결정하였다. 난류

운동에너지 생성항에 포함되어있는 상수 는 벽면과 가까

운 영역에서 난류운동에너지의 생성률과 소산률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결정되었으며, 난류운동에너지 소산항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 는 등방성유동으로 가정할 때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률이 power law를 만족하며,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률에 대

해 수행되었던 연구[16-20]를 바탕으로 얻어졌다. 현재 의 

값으로 1.92를 사용하고 있지만 Townsend[21]는 이전의 연구

결과로부터  등방성유동에서 의 값이 1.76과 1.84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peziale et al.[22]이 제안한 

레이놀즈 응력 모델은 Comte-Bellot, Corrsin의 실험을 바탕으

로 의 값을 1.83으로 사용하고 있다[23].

이처럼 유동에 따라 모델상수는 다양한 값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적화된 모델상수 또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배경하에 standard  모

델과 박리유동 및 회전유동에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realizable  모델[13]의 모델상수 , 를 수정

함으로써 간단한 모델상수 변경만으로도 재순환유동에 대한 

예측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CFD 코드인 Fluent 1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standard 

 모델은 이차변형률 효과와 유선의 곡률을 제대로 예측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9]. 이와 같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Spalart and Shur[24]는 곡률수정모델을 제안하였고, 곡률

수정모델은 이미 다양한 유동에서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낸 

바 있다[25,26]. 따라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 Spalart and Shur[24]의 곡률수정을 적용함으로써 나타

나는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난류모델 및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standard , realizable  모델의 모델

상수 변화가 재순환유동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Reynolds 평균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

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이며  , 는 평균압력과 점성계수를 

나타낸다. ′′ 는 레이놀즈 응력 텐서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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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 는 각각 밀도와 난류점성계수이며, 는 

변형률텐서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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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난류모델

2.2.1 Standard  모델

standard 모델은 Launder가 제안한 난류모델로서 난류

점성계수()를 얻기 위해 난류 운동에너지()와 난류 운동

에너지 소산률() 수송방정식을 사용하는 2-equation 난류모델

이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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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난류점성계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그리고 , , 는 모델상수이며, 와 는 난류 

Prandtl 수이다. 또한 standard  모델의 모델상수는 

Reference[1]에 나타나있다.

2.2.2 Realizable  모델

Realizable  모델은 Shih가 제안한 모델로서, standard 

 모델에서 모델상수, 와 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적용한 모델이다. realizable  모델에 대한 난류 운동에너

지(k) 수송방정식은 standard  모델과 같으며, 소산률()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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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난류와 평균변형율 간의 시간척도비를 의미한다. 

과 는 모델상수를 나타내며 는 난류 Prandtl 수이다. 

그리고 는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운동에너지 생성을 

나타낸다.

2.2.3 곡률수정 모델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은 등방성유동 

가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유선의 곡률과 유

동의 회전변형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Spalart and Shur[24]는 난류운동에너지 생성

항()에 식 (7)을 곱함으로써 난류운동에너지 생성항을 수정

하였으며[25], 곡률수정 모델은 다양한 유동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26].

 maxmin   (7)

  



tan 

여기서 상수 , , 는 각각 1.0, 2.0, 1.0 이다. 유체

요소가 곡률반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유선이 오목한 경우에

는 각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며, 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난류운동에너지 생성을 향상시키고, 유선이 볼

록한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난류운동에너지

의 생성이 감소하게 된다. 식 (7)에서 와 는 변형률(), 

회전텐서(), 시스템의 회전텐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는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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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of backward-facing step flow case-1

   

  

2.3 수치해석

2.3.1 후향계단유동 Case-1

본 연구에서는 standard  모델의 재순환유동 예측성능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im et al.[4]의 실험과 동일한 해

석조건을 구성하였다. 개략적인 유동해석 영역은 Fig. 1과 같

이 2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계단의 높이(h)와 출구의 높이

(h2) 비는 1:3이다. 레이놀즈수는 Kim et al.[4]의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출구의 높이(h2)와 입구의 평균속도를 기준으

로 132,000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산해석

은 모두 유한체적법을 바탕으로 운동량방정식과 속도와 압력

보정식을 연립하여 계산하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

며, 공간차분은 2차 풍상차분법(second-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한 계산영역은 Kim et al.[4]의 실험자료를 바탕

으로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입구 하단벽의 길이()는 박리점

에서의 경계층 두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유

동해석영역(Fig. 1)은 흐름 방향으로 42.5h, 수직방향으로 3h로 

이뤄져 있으며 격자조밀도를 설정하기 위해 세 영역으로 나

뉘어 있다. 각각 Area-1은 x/h를 12.5 ~ 0, Area-2는 x/h를 0 

~ 8 그리고 Area-3는 8 ~ 30으로 설정하였다. 벽면조건은 

no-slip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경계조건은 Fig. 1과 같이 적용하

였다.

해의 격자 비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격자

를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격자의 적합성을 판단하

Grid Area-1 Area-2 Area-3 Total
Grid-1 70x80 150x180 50x180 41,600
Grid-2 100x100 180x220 50x220 60,600
Grid-3 100x100 200x250 50x250 72,500

Table 1 Grid information used in computation

Fig. 2 Normalized shear stress along the bottom wall

Fig. 3 Static pressure along the bottom wall

기 위해 하단벽의 전단응력과 압력분포를 다음과 같이 비교

해보았다. 

Fig. 2에 나타낸 는 표면마찰계수이며,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는 벽면의 압력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3 < x/h < 6 구간 하단벽면의 압력분포를 나

타냈으며, 여기서 는 압력계수로서    ∞


와 같다. Fig. 2의 과 는 각각 벽면 전단응력과 출구 

하단 벽의 표면마찰계수를 나타내며, 과 ∞는 입구 중심

에서의 압력과 속도이다. 최종적으로는 Fig. 2, 3의 결과를 바

탕으로 Grid-2에 해당하는 격자를 선정하였다.

2.3.2 후향계단유동 Case-2

Standard  모델의 모델상수 변화에 따른 재순환유동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기위해 Jovic and Driver[29]의 실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후향계단유동과 상이한 유동을 Fig. 

4와 같이 2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레이놀즈수는 계단의 높이와 

입구의 속도를 기준으로 5,100로 설정하였으며, 계단의 높이

는 8 mm로 구성하였다. 계단과 출구의 높이는 1:6의 비율을 

가지며, 입구의 길이는 10h로 구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후

향계단유동과 같이 S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공간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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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ometry of backward-facing step flow case-2

Fig. 5 Geometry of backward-facing step flow case-3

은 2차 풍상차분법(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였다. 

격자조밀도는 Case-1의 조밀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약 4만

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2.3.3 후향계단유동 Case-3

후향계단유동 Case-3는 Driver and Seegmiller[6]의 실험과 

Yoder[3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이 2차원으로 구

성하였다. 계단의 높이와 입구의 속도를 기준으로 레이놀즈수

는 38,000로 설정하였으며, 계단의 높이는 12.7 mm로 구성하

였다. 계단과 출구의 높이는 1:9의 비율로 구성하였으며, 입구

의 길이는 10h로 구성하였다. 후향계단유동 Case-1 및 Case-2

와 동일하게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공간차분은 2차 

풍상차분법(second order upwind scheme)을 사용하였다. 격자는 

Case-1의 조밀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Fig. 5와 같이 세 영역으

로 나누어서 격자를 구성 후 격자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약 

2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3. 수치해석 결과분석

본 연구는 재순환영역을 동반하는 후향계단유동에 대한 

standard  모델 및 realizable  모델의 예측성능을 개

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의 모델상수 변화에 따른 후향계단유동 예측성능 

변화를 자세히 비교하였으며, 모델상수를 각 후향계단유동 예

측에 적합한 값으로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예측성능 변화와 

곡률수정모델을 standard , realizable  모델에 적용

함으로써 나타나는 예측성능 변화를 비교하였다.

3.1  모델의 모델상수 수정

3.1.1 Standard & Realizable  모델

Standard , realizable  모델의 모델상수 수정에 따

른 예측성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eziale and Mac Giolla 

Mhuiris[27]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Speziale and Mac Giolla 

Mhuiris[27]는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운동에너지 소산률이 다

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exp , ∼exp (9)

여기서 는 시간을 나타내며, 는 성장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exp

또한 위의 난류점성계수는  
의 관계를 갖는다. 

성장률()은 난류점성계수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률()은 모

델상수 , ,  로 구성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모델상수 , , 는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졌으며 

모델상수 , 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 


(11)

여기서 는 von Karman 상수이며 0.41 값을 갖는다. 위의 관

계로부터 standard  모델의 모델상수 을 얻을 수 있다.

난류운동에너지 소산항에 포함되어있는 모델상수 는 

등방성 유동일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12)

Standard  모델의 경우 power-law 소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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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attachment length error for various  or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1

∼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값으로 1.92 값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험적 연구

로부터 Comte-Bellot and Corrsin[23]은 ∼의 관계를 가

진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Speziale et al.[22]이 제안한 레이놀

즈 응력 모델의 경우 의 값으로 11/6을 사용하고 있다. 

즉, 유동에 따라 적합한 의 값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순환유동에서 재부착길이는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서 Bearman[28]은 재

부착길이가 기저부의 압력과 대략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realizable  모델의 모델상수, 

와 은 유동조건에 따라 설정된다. 따라서 현재 

realizable  모델의 모델상수는   ,   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standard  모델과 같은 결과를 바

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상수를 변화시키며 재부착길이

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 상수 중 재부착길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델상수,  또는 를 수정하여 재순환유

동에 대한 예측성능을 개선한 내용을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3.1.2 후향계단유동 Case-1에서의 모델상수 수정

위와 같은 배경 하에,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서 소산항의 모델상수인 ,  변화에 따른 

재부착길이 예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여기서 x

축은  또는 이며, y축은 재부착길이에 대한 실험값과

의 오차를 나타냈다.

Fig. 6의 결과로부터 모델상수  , 의 값과 재부착길이

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   값이 커질수록 

Fig. 7 Reattachment length error for various  or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2

난류점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즉, , 값이 감소할수록 재순환영역의 크기를 크게 예측

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standard  모델(  )은 재부

착길이 예측에 대해 10% 이상으로 큰 오차를 나타냈으며, 

realizable  모델(  )은 상당히 실험값과 가까운 

값을 예측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

만, 성장률()의 크기가 비슷할 경우 재순환영역의 압력과 속

도분포 및 난류운동에너지분포를 모두 비슷하게 예측했다.

3.1.3 후향계단유동 Case-2에서의 모델상수 수정

후향계단유동 Case-1에서는 와 의 값이 각각 1.85, 

1.91인 경우 재부착길이를 가장 실험값과 가깝게 예측했다. 

하지만 후향계단유동 Case-1에서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낸 

소산항의 모델상수 값이 유동조건이 다른 후향계단유동에서

는 좋지 않은 예측성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후향계단유동 Case-1과 상이한 Case-2에 대해 , 의 

변화에 따른 재부착길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후향계단유동 Case-1보다 Case-2유동의 경우 standard  

모델(  )과 realizable  모델(  )의 오차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서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내는 소산항

의 모델상수 값도 후향계단유동 Case-1과 상이하게 나타났으

며, 와 의 값이 각각 1.75, 1.84 값을 가질 경우 가장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냈다.

3.1.4 후향계단유동 Case-3에서의 모델상수 수정

후향계단유동 Case-3에 대해 standard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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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attachment length error for various  or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3

realizable  모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을 수행하

였으며 , 의 변화에 따른 후향계단유동의 재부착길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후향계단유동 Case-1과 Case-2 예측 결과로부터 추정한바

와 같이 standard , realizable  모델은 실험값과 큰 

오차를 나타냈다. 후향계단유동 Case-3의 경우 와 의 

값을 각각 1.74, 1.83과 같이 변경할 경우 가장 우수한 예측성

능을 나타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후향계단유동은 모두 

와 에 새로운 방정식이 적용된 realizable  모델이 

standard  모델보다 상당히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냈다.

3.2 수정된  모델을 활용한 계산결과

앞의 결과로부터 standard , realizable  모델의 모

델상수, 와 는 유동에 따라 적합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대체적으로 기존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산항의 상수보다 작은 값을 적용할 경우 우수한 예측성능

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후향계단유동에 

대해 재부착길이의 오차가 0%가 되도록 모델상수를 수정 후, 

후향계단유동의 예측성능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여기서 Fig. 

6-8 결과를 바탕으로 standard  모델은 를 수정하였

으며, realizable  모델은 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델

의 소산항 상수는 Case-1의 경우 =1.85, =1.91을 사용하

였으며, Case-2의 경우는 =1.75, =1.84 그리고 Case-3의 

경우는 =1.74, =1.83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standard   모델, 수정된 standard  모델, 

realizable   모델, 수정된 realizable  모델은 편의를 

위해 각각 Std , Mod-Std , Real , Mod-Real 

로 나타냈다.

Fig. 9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top wall

Fig. 10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bottom wall

3.2.1 후향계단유동 Case-1 계산결과

후향계단유동 Case-1에 대한 예측성능을 보다 자세하게 비

교하기 위해, 후향계단유동의 예측성능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벽면의 압력, 레이놀즈 전단응력 등을 다음과 같

이 비교하였다. 

Fig. 9, 10은 상단과 하단 벽면의 압력계수분포를 나타낸다. 

standard  모델은 재순환영역 내에서 압력변화를 실험값

보다 급격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realizable  모델의 경우

는 벽면의 압력분포를 실험값과 상당히 가깝게 예측하고 있

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가 3 ~ 12인 구간에서 모델상

수 변화에 따른 유동예측성능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순환영역과 재부착 이후 영역인, 재발달영역의 압력분

포 모두 재부착길이를 기준으로 모델상수가 수정된 모델

(Mod-Std , Mod-Real )이 기존모델(Std , Real 

)보다 실험값과 가깝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델상수가 재순환영역 유동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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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an velocity distribution at x/h=1.33, 2.67, 5.33

Fig. 12 Reynolds shear stress at x/h = 2.33, 4.11, 5.89

Fig. 11은 평균속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여기서 는 

주유동방향의 속도이며, 는 입구 중심부의 속도이다. 실험

결과는 Kim et al.[4]의 실험값을 참조하였다. Fig. 11으로부터 

계단과 가까운 부분의 유동에서는 모델상수 변화에 대한 영

향이 비교적 작고, 재부착점 전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standard  모델의 경우 재순환영역 내 축

방향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상수

가 수정된 standard  모델의 경우는 재순환영역 내에서의 

속도분포를 standard  모델보다 실험값과 가깝게 예측하

고 있으며, realizable  모델과 수정된 realizable  모

델은 모두 매우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standard  모델의 경우는 과

도하게 짧은 재부착거리를 예측하며[20], 이는 재순환 영역 

내에서 난류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전단응력을 크게 예측함

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서 알려져 있다[9]. 따라서 Fig. 12와 

같이 레이놀즈 전단응력분포를 비교해보았다.

Nallasamy[9]의 연구결과와 같이 standard  모델은 재

순환영역에서 레이놀즈 전단응력을 과도하게 크게 예측하고 

Fig. 13 Velocity profile at x/h = 4, 6

Fig. 14 Turbulent intensity at x/h =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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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realizable  모델 또한 실험값보다 크게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모델상수가 수정된 모델의 경우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최대값을 상대적으로 작게 예측하면서 실험값과 가깝

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놀즈 전단응력의 크기를 여전

히 크게 예측하고 있으며, y/h≈와 근접한 영역에서 난류

유동의 급격한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난

류유동의 급격한 변형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모델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모델상수가 수정된 모델의 경우 대체적으

로 재순환영역 내 속도와 레이놀즈 전단응력 예측성능이 상

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후향계단유동 Case-1에서 수

정된 realizable   모델은 모델상수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

문에 realizable  모델과 유사한 예측결과를 나타냈다.

3.2.2 후향계단유동 Case-2 계산결과

유동조건 변화에 따른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의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후향계단유동 

Case-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속도분포, 난류강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Fig. 13, 14에 나타낸 u와 ′  은 각각 축방향의 속

도와 난류강도이다.

Fig. 13은 x/h값이 4, 6인 구간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그림

이다. 수정된 모델의 경우, 재순환영역 내 속도를 실험값보다 

가깝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속도분포에서 

y/h≈1.25 영역을 보면, 실험값의 급격한 속도변화를 잘 예측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레이놀즈 전단응력 분

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부착길

이 또한 모델상수가 수정된 모델이 상대적으로 실험값과 가

깝게 예측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x/h 값이 4, 6인 구간의 난류강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위의 결과로부터 standard  모델은 재부착점 

이전에서 난류강도를 상당히 크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부착점 이전영역에서 난류의 강한 비등방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반면, 

회전유동에 대한 예측성능을 개선한 realizable  모델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모델상수가 수정된 모델의 경우 기존

모델과 비교할 때 난류강도를 과도하게 크게 예측하는 부분

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3.2.3 후향계단유동 Case-3 계산결과

후향계단유동 Case-3에 대해 수정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을 활용해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유동조건이 상이한 후향계단유동에서 

Fig. 15 Velocity profile at x/h = 4, 6

Fig. 16 Turbulent kinetic energy at x/h = 1.5,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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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상수 변화에 따른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구간별 속도분포와 난류운동에너지를 다음

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Fig. 15는 재순환영역 내 속도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며, Fig. 

16은 구간별 난류운동에너지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앞에서 

비교한 후향계단유동과 같이, 수정된 모델이 재순환영역 내 

속도와 난류운동에너지분포를 실험값과 보다 가깝게 예측하

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모델의 곡률수정 효과

앞에서 언급한 모델 중 Spalart and Shur[24]가 제안한 곡률

수정모델이 재순환유동 예측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 곡률수정

효과를 적용하여 후향계단유동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

다. standard  모델은 유선의 곡률이 작은 유동에 대해서

는 좋은 예측성능을 보여주지만, 유선의 곡률이 비교적 큰 유

동에 대해서는 속도를 실험값 보다 크게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27]. 이는 난류유동의 구조가 유선의 곡률에 상당히 크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 곡률수정을 적

용함으로써, 유동의 회전변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교한 결과는 비

교적 유속이 느린 재순환유동에 대한 계산결과이기 때문에 

곡률수정에 대한 효과가 작게 나타나지만, 유속이 빠른 유동

의 경우 상대적으로 곡률이 큰 유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곡률

수정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곡

률수정효과가 적용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은 각각 편의를 위해 Std (cc), Real (cc)와 같

이 나타냈다.

3.3.1 후향계단유동 Case-1의 곡률수정효과

후향계단유동 Case-1에 대한 예측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재

부착길이와 재순환영역 내 난류운동에너지 분포를 다음과 같

이 비교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비교하지 않았지만 

곡률수정모델을 적용할 경우 구간별 속도분포 또한 실험값과 

조금 더 가깝게 예측했다.

Flow Case  Error(%)

1

Exp.[4] 7.00 -
Std  6.15 -12.1

Std (cc) 6.22 -11.1
Real  7.07 1.0

Real (cc) 7.37 5.0

Table 2 Reattachment length for the curvature corrected 
models at case-1

Fig. 17 Turbulent kinetic energy for curvature correction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1

Table 2는 후향계단유동 Case-1의 재부착길이를 나타낸 표

이다. 곡률수정을 적용할 경우 재부착 길이를 보다 길게 예측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부착길이가 길게 예측되는 현상은 곡

률수정이 재순환영역 내에서 생성되는 난류운동에너지를 억

제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순환영역 내 난류운동에너지분포를 비교해보았다. 

Fig. 17은 곡률수정이 난류운동에너지 예측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다. 수정된 모델에 곡률수정

을 적용할 경우 조금 더 실험값과 가까운 값을 예측하고 있

지만 근소한 차이이며, 여전히 난류운동에너지를 크게 예측하

고 있다. 여기서 난류운동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작게 예측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순환영역 내에서 곡률수정 

모델의 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짐으로써 난류운동에너지 

생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3.3.2 후향계단유동 Case-2의 곡률수정효과

곡률수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후향계단유동 Case-2에 대

해 standard , realizable  모델에 곡률수정효과를 적

용해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곡률수정에 따른 예측성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재부착길이와 난류강도를 비교해보았

다.

Table 3는 후향계단유동 Case-2의 재부착길이를 나타낸 표

이다. Table 3의 결과로부터 추정한바와 같이 곡률수정을 적

Flow Case  Error(%)

2

Exp.[29] 6.00 -
Std  4.78 -20.3

Std (cc) 4.82 -19.7
Real  5.61 -6.5

Real (cc) 5.84 -2.7

Table 3 Reattachment length for the curvature corrected 
models at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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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urbulent intensity for curvature correction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2

용할 경우 재부착길이를 길게 예측하고 있으며, realizable 

 모델이 상대적으로 standard  모델보다 곡률수정효

과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8은 곡률수정이 난류강도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다. realizable  모델의 경우 

난류강도를 실험값과 상당히 가깝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곡률수정을 적용할 경우 난류강도를 보다 작게 예측하

고 있다.

3.3.3 후향계단유동 Case-3의 곡률수정효과

유동조건이 상이한 경우의 곡률수정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tandard , realizable  모델에 곡률수정효과를 적용

하여 후향계단유동 Case-3에 대해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재부착길이와 난류운동에너

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Table 4는 각 후향계단유동 Case-3의 재부착길이를 나타낸 

표이다. 곡률수정을 적용할 경우 재부착길이에 대한 오차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결과와 같

이 곡률수정을 적용할 경우 재부착길이를 길게 예측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Fig. 19은 곡률수정이 난류운동에너지 예측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다. 이전 연구결과와 같이 

standard  모델의 경우 재순환영역 내에서 난류운동에너

Flow Case  Error(%)

3

Exp.[6] 6.20 -
Std  4.77 -23.1

Std (cc) 5.02 -19.0
Real  5.72 -7.7

Real (cc) 5.92 -4.5

Table 4 Reattachment length for the curvature corrected 
models at case-3

Fig. 19 Turbulent kinetic energy for curvature correction in the 
backward facing step flow case-3

지를 상당히 크게 예측하고 있으며[9], 상대적으로 realizable 

 모델이 실험값과 가깝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realizable  모델도 여전히 재순환영역 내에서 난류

운동에너지를 크게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곡률수정을 적용할 경우 조금 더 난류운동에너지를 

실험값과 가깝게 예측했다.

이전 연구에서 이차적인 변형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standard  모델을 수정하여 난류운동에너지와 레이놀즈 

응력에 대한 예측성능을 상당히 개선한바 있다[2]. 따라서 이

차적인 변형률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곡률

수정모델을 수정한다면 충분히 예측성능을 추가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의 소산항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상수

(, )가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고 세 가지 후향계단유동에 대해 재부착길이를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내는 , 를 적용

하여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 변화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은 등방성유동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유동의 회전변형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곡률수정모델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재순환유동의 예측성능 변화를 비교하였다. 대체적

으로 , 값을 기존모델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경우, 상 

하단 벽면의 압력분포 및 속도분포 또한 실험값과 가깝게 예

측했으며 레이놀즈 전단응력, 난류운동에너지, 난류강도 등을 

과도하게 크게 예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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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모델의 경우 , ,  모두 고정된 

상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realizable  모델은 와 에 

새로운 방정식을 도입하여 유동의 물리현상을 반영한 모델이

다. 따라서 다양한 유동에서 standard  모델보다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13], 본 연구에서 비교

한 후향계단유동에서 또한 비교적 우수한 예측성능을 나타냈

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의 급격한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모델상수의 수정만으로 예측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실험값과 더 가깝게 예

측하기 위해서는 모델상수를 물리량이 반영된 함수형태로 나

타내는 추가적인 모델의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standard  모델과 realizable  모델에 

Spalart and Shur[24]가 제안한 곡률수정모델을 적용하여 후향

계단유동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곡률수정이 적용된 

모델의 경우, 재순환영역에서 곡률수정모델에 의해 난류운동

에너지의 생성이 억제됨에 따라 재부착길이가 크게 예측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강도를 상대적으로 

작게 예측했다. 따라서 standard , realizable  모델에 

이차적인 변형률효과를 보다 정확도 높게 나타낼 수 있는 곡

률수정모델을 적용한다면, 재순환영역 유동에 대한 예측성능

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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