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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 환경에서 영압력 구배 평판 경계층의 

특성과 난류촉진장치가 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1D LDV 를 이용한 

흐름방향 유속 계측을 통해 분석하였다. 난류촉진장치는 와이어와 

스터드 타입에 대해 제원을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인속도와 전연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절하며 유속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Rex 는 1.044×105 에서 4.227×105 의 범위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평판에서는 Rex 가 2.723×105 에서 

천이가 시작되었으나, 와이어와 스터드가 부착됨에 따라 천이가 

일어나는 Rex 의 최솟값은 1.044×105, 1.143×105 까지 감소하였다. 

천이가 일어나는 Rex 값은 와이어의 직경, 스터드의 직경, 스터드의 

높이, 스터드 간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이 천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계층 두께와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에 

관련된 성분인 와이어의 직경, 스터드의 높이가 난류로의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난류촉진장치에 의한 교란이 작은 경우에는 난류촉진장치에 

의해 발생한 외란이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감소하고, 층류 

경계층이 다시 부착되는 재부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난류촉진장치에 의한 교란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도의 값은 

평판의 난류 경계층의 값과 비슷하지만, 난류 강도의 값이 평판의 

난류 경계층에 비해 증가하는 과촉진 현상이 확인되었다.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된 모형선은 실선과의 기하학적 형상이 

달라지게 되며,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한 모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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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계측하기 

위해 평판과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된 평판을 예인하여 항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해항력계수는 평균 동압력과 관련된 속도 

성분으로 무차원화하였으며, 와이어와 스터드의 유해항력계수는 

각각 1.23-1.37, 0.78-0.91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국제수조회의에서는 모형시험 결과 분석 시에 모형선 주위의 

난류 유동을 가정하고 마찰저항을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촉진장치 부착 위치를 기준으로 층류와 난류의 마찰저항을 

계산하였으며,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하여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찰저항의 계산 방법과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함에 따라 잉여저항 성분의 값이 변화하게 되며, 

두 방법을 모형시험 결과에 적용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Ship 

Research Institute (SRI),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NUTT)의 

KCS 선형 저항시험에 대해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실선 성능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국제수조회의의 권고안에 비해 각 기관들의 잉여저항 계수와 

실선 총 저항계수의 편차가 감소하였다. 이는 모형시험이 수행된 

레이놀즈수 조건에 따른 층류, 난류의 마찰저항과 모형선에 부착된 

난류촉진장치의 제원에 따른 유해항력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실선 성능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난류촉진장치, 평판 경계층, 천이, 예인수조시험, 레이저 도플러 

유속계 

학   번 : 2015-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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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    론 

 

1.1. 연구 배경 

선박의 모형시험은 실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

법이다. 선박의 동력성능 추정을 위한 모형시험은 조파저항의 상사

를 위해 프루드수(Froude number, Fr)를 모형과 실선 간 동일하게 설

계한다. 이 시험 설계에서는 마찰저항에 관계하는 모형과 실선의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Re)의 상사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 

모형과 실선 간 Re 차이로 인한 마찰저항 성분의 차이는 경험식을 

통해 보정하도록 규정된다. Fr 상사에서 얻어지는 조파저항은 큰 불

확실성이 없는데 반해, Re 차이를 이용해 보정되는 표면 마찰저항은 

불확실성이 크고 실제 선박 저항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는 문제가 있다. 

Figure 1-1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모형시험의 경우 Re 차이로 인

하여 모형선의 선수부에서부터 상당 부분은 층류가 형성되고, 그 

뒤로 유동 현상에 따른 천이영역이 생기고 난류 유동이 발달한다. 

이는 층류와 천이영역이 전체 길이의 0.1% 내외를 차지하는 실선

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형선의 크기가 작고 저속 영

역의 실험 조건에서 심화되어, 모형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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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oundary layer characteristics and drag coefficient according 

to Reynolds number 

 

마찰저항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경험식은 난류 이론에 근거

하여 개발되었으므로, 모형선에서도 충분히 발달된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어야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선과 달리 

모형선에서는 층류와 천이영역이 전체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실선에서 형성되는 난류 유동을 최대한 발생시키고자 

스터드(stud), 모래 띠(sand strip), Hama 띠(Hama strip), 와이어(wire) 

등을 실험 모형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모형 주위의 유동을 난류로 

촉진시키게 된다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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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urbulence stimulators - stud, sand strip, Hama strip, wire 

(Murphy, 2010) 

 

선박 관련 모형시험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국제수조회의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에서는 각 난류촉진장치들

에 대한 규격, 설치 위치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951년에 기본 내용이 수립된 것으로 주로 평판에서의 난류촉진 

방법에 대한 설계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권고안에서는 선박

의 선수 도입각, 길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난류촉진장치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최신 선형의 설계를 반영

하지 못해 모형선의 층류 유동을 난류로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많은 실험 시설에서는 독자적인 난류 촉진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류촉진장치의 영향은 단순히 난류의 발생에 그치지 않고, 촉

진된 난류로 인한 표면 마찰력 변화,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parasitic drag) 발생, 경계층 유동 구조의 변화 등을 수반한다. 이들

은 모형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난류촉진장치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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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경계층을 난류로 천이를 촉진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해

가 필요하다. 

실제 대상과 모형 간의 Re 차이로 인한 유동 구조 차이는 기계, 

항공, 조선 등 모형시험을 수행하는 모든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문

제 중의 하나이다. 난류촉진장치 및 난류로의 천이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난류 유동 구조의 발생에 집중하는데 반해, 조선해양

공학 분야에서는 모형시험의 주된 목적이 표면 마찰이 지배적인 

선박 저항의 계측에 있기 때문에 난류 유동 구조의 분석뿐만 아니

라 저항 측면에서 정량적인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난류촉

진 과정은 난류촉진장치가 발생시키는 외란과 경계층 내 유동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회류수조나 풍동에서 수행되었는데, 예

인수조 시설에서는 정지된 유체장에서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난류 성분이 최소화되고 측벽 효과를 무시할 수 있어 정밀한 

유속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동이 계속 순환하는 

회류수조나 풍동과 달리 예인수조는 수조 길이로 인해 계측 시간

의 한계가 존재하여 실험 결과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선박의 모형시험이 수행되는 예인수조 환경에서 평

판의 경계층 계측과 난류촉진장치가 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이다. 예인수조 환경에서는 초기 난류 성분이 최소화되

고 정밀한 유속 조건의 제공이 가능하여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높

고, 선박의 모형시험에 주로 사용되는 와이어 타입과 스터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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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류촉진장치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 및 실험결과는 천이가 예상되는 낮은 Re 

영역의 경계층 유동 연구 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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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사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경계층 유동과 난류로의 

천이에 관한 연구는 경계층 유동을 고려하는 공학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층류는 점

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으로 변동 성분이 작고 정상 상태를 가정한 

수치해석 해와 잘 일치하지만, 난류는 관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으로 

작은 규모의 에디나 와류로 이루어져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난류의 유동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에도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 

경계층 이론을 참고하여 층류와 난류 유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을 간단히 정리한 이후에 평판에서 난류 경계층의 유동 구조, 난류

촉진장치가 경계층에 미치는 영향, 외란에 의한 천이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1.2.1. 경계층 지배방정식과 층류 경계층 

경계층 지배방정식은 2차원 유동을 가정한 Navier-Stokes 방정식

인 식 (1-1)-(1-3)으로부터 유도된다. 

 

𝜕𝑢

𝜕𝑡
+ 𝑢

𝜕𝑢

𝜕𝑥
+ 𝑣

𝜕𝑢

𝜕𝑦
= −

1

𝜌

𝜕𝑝

𝜕𝑥
+ 𝜈 (

𝜕2𝑢

𝜕𝑥2
+

𝜕2𝑢

𝜕𝑦2
)  (1-1) 

𝜕𝑣

𝜕𝑡
+ 𝑢

𝜕𝑣

𝜕𝑥
+ 𝑣

𝜕𝑣

𝜕𝑦
= −

1

𝜌

𝜕𝑝

𝜕𝑦
+ 𝜈 (

𝜕2𝑣

𝜕𝑥2
+

𝜕2𝑣

𝜕𝑦2
)  (1-2) 

𝜕𝑢

𝜕𝑥
+

𝜕𝑣

𝜕𝑦
=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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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층 내에서는 점성과 관성 항의 크기가 비슷하며 충분히 높

은 Re 조건을 가정하면, 식 (1-1)-(1-3)을 경계층 지배방정식인 식 

(1-4)-(1-6)으로 전개할 수 있다. 

 

𝜕𝑢

𝜕𝑡
+ 𝑢

𝜕𝑢

𝜕𝑥
+ 𝑣

𝜕𝑢

𝜕𝑦
= −

1

𝜌

𝜕𝑝

𝜕𝑥
+ 𝜈

𝜕2𝑢

𝜕𝑦2   (1-4) 

−
1

𝜌

𝜕𝑝

𝜕𝑦
= 0    (1-5) 

𝜕𝑢

𝜕𝑥
+

𝜕𝑣

𝜕𝑦
= 0    (1-6) 

 

층류 경계층의 일반적인 해로 알려진 Blasius solution은 정상 상

태의 2차원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 해이다. 압력구배가 없

는 정상상태를 가정하면 식 (1-4)를 식 (1-7)과 같이 간략화할 수 

있다. 

 

𝑢
𝜕𝑢

𝜕𝑥
+ 𝑣

𝜕𝑢

𝜕𝑦
= 𝜈

𝜕2𝑢

𝜕𝑦2    (1-7) 

 

u와 v에 대한 유선 함수(stream function, ψ)를 식 (1-8)-(1-9)와 같

이 도입하면, u와 v는 식 (1-10)-(1-11)과 같이 전개된다. 

 

𝜂 =
𝑦

𝛿(𝑥)
= 𝑦√

𝑈

𝜈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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𝜓 = √𝜈𝑈𝑥𝑓(𝜂)    (1-9) 

𝑢 =
𝜕𝜓

𝜕𝑦
= 𝑈𝑓′(𝜂)   (1-10) 

𝑣 = −
𝜕𝜓

𝜕𝑥
=

1

2
√

𝜈𝑈

𝑥
[𝜂𝑓′(𝜂) − 𝑓(𝜂)]  (1-11) 

 

식 (1-10)-(1-11)을 식 (1-7)에 대입하여 유선 함수에 관한 식으로 

전개하면, 식 (1-12)-(1-13)과 같은 3차 상미분방정식의 형태가 얻어

지게 된다. 

 

𝜕𝜓

𝜕𝑦

𝜕2𝜓

𝜕𝑥𝜕𝑦
−

𝜕𝜓

𝜕𝑥

𝜕2𝜓

𝜕𝑦2 = 𝜈
𝜕3𝜓

𝜕𝑦3   (1-12) 

2𝑓′′′ + 𝑓′′𝑓 = 0   (1-13) 

 

수치해석을 통해 3차 상미분방정식의 해를 도출할 수 있으며, 

u/U인 f’ 결과와 f, f’’ 결과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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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olution of Blasius equation 

 

Blasius solution을 이용하면 평판의 층류 경계층에서 경계층 두께

(δ), 운동량 두께(θ), 표면마찰계수(Cf)는 식 (1-14)-(1-16)과 같이 얻

어진다. 

 

𝛿 =
4.91

√𝑅𝑒𝑥
𝑥    (1-14) 

𝜃 =
0.665

√𝑅𝑒𝑥
𝑥    (1-15) 

𝐶𝑓 =
0.664

√𝑅𝑒𝑥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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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난류 경계층의 이론적 배경 

위에서 정리한 경계층 지배방정식은 2차원 유동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등방성을 가지는 3차원 난류 유동에 적용할 수 없다. 난류 

경계층의 분석을 위해서는 유속의 평균 성분과 변동 성분으로 나

누어 해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각 변수들을 평균값과 변동 성분으로 

나누어 전개하면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이 얻

어진다. RANS 방정식은 아인슈타인 표기법을 이용하여 식 (1-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𝜌𝑢�̅�
𝜕𝑢𝑖̅̅ ̅

𝜕𝑥𝑖
= 𝜌𝑓�̅� +

𝜕

𝜕𝑥𝑗
[−�̅�𝛿𝑖𝑗 + 𝜇 (

𝜕𝑢𝑖̅̅ ̅

𝜕𝑥𝑗
+

𝜕𝑢𝑗̅̅ ̅

𝜕𝑥𝑖
) − 𝜌𝑢𝑖

′𝑢𝑗′̅̅ ̅̅ ̅̅ ] (1-17) 

 

식 (1-17)의 마지막 항인 (−𝜌𝑢𝑖′𝑢𝑗′̅̅ ̅̅ ̅̅ ̅)는 Reynolds shear stress로 정의

되며, RANS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Reynolds shear stress에 관한 모

델링이 필요하다. Reynolds shear stress의 모델링 시에는 이론적인 연

구결과 혹은 실험결과를 이용한 경험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난류 경계층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경계층 두께, 운동량 두께, 

표면마찰계수에 관한 경험식을 정리하고, Reynolds shear stres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압력 구배 평판의 난류 경계층 유동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리하였다. 

난류 경계층의 표면마찰계수 식들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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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법칙은 경계층 내의 속도가 식 (1-18)과 같이 1/7승에 비례한다

는 법칙이다. 

 

𝑢

𝑈
= (

𝑦

𝛿
)

1/7

    (1-18) 

 

식 (1-18)을 대입하여 운동량 두께와 표면마찰계수 식을 (1-19)-

(1-20)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𝜃 = ∫
𝑢

𝑈
(1 −

𝑢

𝑈
)

𝛿

0
𝑑𝑦 =

7

8∗9
𝛿   (1-19) 

𝐶𝑓 =
𝜏𝑤

0.5𝜌𝑈2 = 2
𝑑𝜃

𝑑𝑥
    (1-20) 

 

1/7승 법칙을 이용한 운동량 두께와 표면마찰계수는 경계층 두

께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며, Prandtl은 경계층 두께를 식 (1-21)과 같

이 제안하였는데, 이후에 실험결과들을 이용하여 식 (1-22)와 같이 

보정되었다. 

 

𝛿 =
0.16

𝑅𝑒𝑥
1/7 𝑥    (1-21) 

𝛿 =
0.38

𝑅𝑒𝑥
1/5 𝑥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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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ndtl의 1/7승 법칙을 적용한 표면마찰계수, 실험결과를 이용해 

보정된 표면마찰계수, Schlichting의 표면마찰계수 경험식과 Rex 범위

를 각각 식 (1-23)-(1-25)에 나타내었다. 

 

𝐶𝑓 = 0.027𝑅𝑒𝑥
−1/7

,   (106 < 𝑅𝑒𝑥)   (1-23) 

𝐶𝑓 = 0.0592𝑅𝑒𝑥
−1/5

,  (5 × 105 < 𝑅𝑒𝑥 < 107)  (1-24) 

𝐶𝑓 = [2 log10 𝑅𝑒𝑥 − 0.65]−2.3, (𝑅𝑒𝑥 < 109)  (1-25) 

 

Rex에 따른 식 (1-23)-(1-25)의 표면마찰계수 결과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Figure 1-4. Skin friction coefficients according to 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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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lichting의 표면마찰계수는 105<Rex<106 범위에서 실험결과를 

이용해 보정된 1/7승 법칙과 유사하며, Rex>106 범위에서는 Prandtl의 

표면마찰계수와 유사하였다. 

 

1.2.3.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 

층류 경계층의 평균 유속은 u/U로 무차원화하였을 때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지만, 난류 경계층의 평균 유속은 전단 속도(uτ)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하였을 때 경향성이 확인된다. 수직방향 거리 y

와 흐름방향 유속 u는 각각 식 (1-26)-(1-27)과 같이 무차원화된다. 

 

𝑦+ =
𝑦𝑢𝜏

𝜈
    (1-26) 

𝑢+ =
𝑢

𝑢𝜏
     (1-27)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은 y+에 따라 점성저층(viscous sublayer), 

완충층(buffer layer), 내층(log-law region)으로 구분된다. 점성의 영향

이 지배적인 점성저층에서 난류 경계층의 평균 속도는 식 (1-28)과 

같다. 

 

𝑢+ = 𝑦+    (1-28) 

 

내층에서 난류 경계층의 평균 속도는 로그 법칙을 성립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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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와 같이 표현되며, 매끈한 평판에서 von Karman 상수 κ는 0.41, 

B는 5.0의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𝑢+ =
1

𝜅
𝑙𝑛(𝑦+) + 𝐵    (1-29) 

 

Spalding (1961)은 점성저층, 완충층, 내층에 대해 멱급수 내삽 방

법을 이용하여 평균 속도 식을 식 (1-30)과 같이 제안하였다. 

 

𝑦+ = 𝑢+ + exp(−𝜅𝐵) [exp(𝜅𝑢+) − 1 − 𝜅𝑢+ − (𝜅𝑢+)2/2 − (𝜅𝑢+)3/6](1-30) 

 

Musker (1979)는 y+에 따른 에디 점성(νt)의 특성을 이용하여 벽

면 근처와 내층에서 각각 식 (1-31), (1-32)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

다고 가정하였다. 

 

𝜈𝑡

𝜈
~(𝑦+)3    (1-31) 

𝜈𝑡~𝜅𝑦+     (1-32) 

 

식 (1-31)과 (1-32)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평균 속도 식은 식 (1-

33)과 같이 전개되며, s는 0.001093의 상수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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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𝑢+

𝑑𝑦+ =
1

1+𝜈𝑡/𝜈

𝜏

𝜌

𝜈

𝑈2 =
(𝑦+)

2

𝜅
+

1

𝑠

(𝑦+)3+
(𝑦+)

2

𝜅
+

1

𝑠

   (1-33) 

 

Figure 1-5에는 Spalding 식과 Musker 식, 점성저층과 내층의 평균 

유속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5. Spalding profile and Musker profile 

 

Spalding과 Musker의 속도 계산식은 완충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y+가 10 이하인 점성저층과 내층을 잘 모사하였다. 

 

1.2.4. 벽면 전단력 추정 방법 

전단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벽면 전단력 계측 센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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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측하는 방법과 경계층 내의 평균 속도 분포를 이용하여 추

정하는 방법이 있다. 벽면 전단력 계측 센서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측 센서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특정 위치에서의 값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경계층 내의 유속 분포와 벽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여 벽면 

전단력 추정이 가능하다면, 전단력 계측 센서의 설치 없이 유속 계

측만으로 다양한 위치에서의 전단 속도 도출이 가능해지게 된다. 

Clauser (1956)는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에서 벽면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계층 내의 평균 유속을 이용하여 전단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로그 법칙을 만족하는 내층 영역인 y+>50과 

η<0.2인 범위에서 식 (1-34)-(1-35)를 만족한다고 가정하였다. 

 

𝑢+ =
𝑢

𝑢𝜏
=

1

𝜅
𝑙𝑛 (𝑦+) + 𝐵 =

1

𝜅
ln (

𝑦𝑢𝜏

𝜈
) + 𝐵  (1-34) 

𝑢

𝑈
= [

1

𝜅

𝑢𝜏

𝑈
] ln (

𝑦𝑈

𝜈
) + [

1

𝜅

𝑢𝜏

𝑈
ln (

𝑢𝜏

𝑈
) +

𝐵𝑢𝜏

𝑈
]   (1-35) 

 

식 (1-35)에서 u, y, U는 계측된 값을 사용하며, 좌변과 우변의 차

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단 속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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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Velocity data normalized by the true friction velocity (upper 

set of curves) and the friction velocities obtained by using Clauser chart 

method (lower set of curves) (Wei et al., 2005) 

 

Figure 1-6에서 위의 결과는 실제 전단 속도를 이용한 결과이며, 

아래의 결과는 Clauser chart를 통해 계산된 전단 속도를 이용한 결

과이다. 높은 Re 조건에서는 두 결과가 로그 법칙을 성립하며 기울

기가 비슷하지만, 낮은 Re 조건에서는 두 결과의 u+ 값과 기울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낮은 Re 조건에서 난류 경계층이 충분히 발

달하지 않아 로그 법칙을 잘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Kendall & Koochesfahani (2008)는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의 속

도 분포 식인 Spalding 식과 Musker 식을 사용하여 전단 속도를 추

정하였다. Clauser chart 방법은 로그 법칙을 성립하는 내층 영역의 

결과들을 이용하였지만, Spalding 식과 Musker 식을 사용하면 점성

저층과 완충층 영역의 결과도 이용하기 때문에 벽면 근처 유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단 속도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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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lding 식과 Musker 식과의 차이를 전단 속도와 벽면의 정확

한 위치(y0)에 관한 오차 함수(residual function)로 정의하였으며, 난

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 경험식과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

단 속도와 벽면의 위치를 계산하였다. Figure 1-7에는 전단 속도와 

벽면 위치에 따른 오차 함수의 등고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Figure 1-7. Residual function versus friction velocity and position of the 

wall (Kendall & Koochesfahani, 2008) 

 

또한, Kendall & Koochesfahani (2008)는 오차 함수 계산 시에 y+의 

범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으며, y+가 400 이하의 유속 결과를 이

용하였을 때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1.2.5. 영압력 구배 평판 난류 경계층의 유동 구조 

영압력 구배 조건의 평판 경계층에 대한 연구는 대형 와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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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Eddy Simulation, LES)와 직접 수치 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를 이용한 전산유체역학 해석과 실험을 통해 활발

하게 수행되었다. 

Wu & Moin (2009)은 DNS 해석을 통해 경계층 내 유속의 평균값, 

변동 성분, Reynolds shear stress를 분석하였다. DNS 해석을 통해 얻어

진 평판 난류 경계층의 방향 별 변동 성분 결과를 Figure 1-8에 나

타내었다. Figure 1-8의 선으로 표시된 결과들은 DNS 해석 결과이며, 

도형으로 표시된 값들은 실험결과들이다. 흐름방향 유속의 변동 성

분 최댓값은 다른 방향들에 비해 2배 이상 컸으며, 최댓값의 발생 

위치도 벽면에 가장 가까웠다. 

 

 

Figure 1-8. Turbulence intensities - Solid line: urms
+, dotted line: vrms

+, 

dashed line: wrms
+ (Wu & Mo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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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에는 유입류의 교란 정도에 따른 Wu & Moin (2009)의 

Reynolds shear stress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으로 표시된 결과들

은 유입류의 교란 정도에 따른 DNS 해석 결과이며, 도형으로 표시

된 값들은 실험결과들이다. 

 

 

Figure 1-9. Assessment of the free stream disturbance effect using 

Reynolds shear stress (Wu & Moin, 2009) 

 

Figure 1-8과 1-9를 종합하여 Reynolds normal stress, shear stress 성

분을 비교하면, 벽면 근처에서 기울기가 가장 급격히 변하고 최댓

값이 큰 성분은 흐름방향 변동 성분임을 알 수 있다. 

Jiang et al. (2020)은 회류수조에서 입자영상유속계(tomograph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tomo-PIV)를 이용하여 벽면 근처의 저속 흐

름띠(low-speed streak)에 의한 유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저속 흐름띠

가 분출(ejection)과 쓸림(sweep) 과정을 통해 헤어핀 보텍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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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동 구조를 형성하여 등방성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Lumley & Newman (1977)은 anisotropy-invariant map을 이용하여 난

류 경계층의 유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Reynolds shear stress와 

Reynolds normal stress의 비율을 식 (1-36)-(1-41)과 같이 정의된 bij로 

표현하였다. 

 

𝑏11 =
𝑢′𝑢′

𝑢′𝑢′+𝑣′𝑣′+𝑤′𝑤′ −
1

3
    (1-36) 

𝑏12 = 𝑏21 =
𝑢′𝑣′

𝑢′𝑢′+𝑣′𝑣′+𝑤′𝑤′   (1-37) 

𝑏13 = 𝑏31 =
𝑢′𝑤′

𝑢′𝑢′+𝑣′𝑣′+𝑤′𝑤′   (1-38) 

𝑏22 =
𝑢′𝑢′

𝑢′𝑢′+𝑣′𝑣′+𝑤′𝑤′ −
1

3
   (1-39) 

𝑏23 = 𝑏32 =
𝑣′𝑤′

𝑢′𝑢′+𝑣′𝑣′+𝑤′𝑤′   (1-40) 

𝑏33 =
𝑤′𝑤′

𝑢′𝑢′+𝑣′𝑣′+𝑤′𝑤′ −
1

3
   (1-41) 

 

식 (1-42)-(1-43)과 같이 Reynolds shear stress와 Reynolds normal 

stress에 관한 II, III 함수를 이용하여 등방성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

다. 

 

𝐼𝐼 = 𝑏𝑖𝑗𝑏𝑖𝑗    (1-42) 

𝐼𝐼𝐼 = 𝑏𝑖𝑗𝑏𝑗𝑘𝑏𝑘𝑖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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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를 x축으로 설정하고, II를 y축으로 설정한 anisotropy-invariant 

map의 결과를 Figure 1-10에 나타내었다. 유동 구조의 특성 상 II와 

III의 최댓값 및 최솟값이 존재하며, II와 III의 값이 모두 0에 가까

울수록 등방성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Banerjee et al. (2007)의 연구에

서는 관 내의 경계층 유동에 대한 등방성을 분석하였다. 벽면 근처

의 점성저층 영역에서는 u’과 w’의 성분이 지배적이나, 완충층과 

내층에서는 등방성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벽면방향 속도인 

v’은 경계층 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b22의 값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Figure 1-10. Anisotropy-invariant map based on (III, II) (Banerje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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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경계층의 유동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Reynolds shear stress와 Reynolds normal stress 중 벽면 근처에서 가장 

급격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성분은 u' 

성분이며, u’ 성분은 streamwise streak, 헤어핀 보텍스, Tollmien-

Schlichting wave와 같은 3차원 유동 구조 발생을 야기한다. 이를 통

해 흐름방향 유속이 난류로의 천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6. 난류촉진장치가 경계층 유동에 미치는 영향 

난류촉진장치의 높이(k)가 경계층 두께(δ)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경계층 내 유동의 교란과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

다. 교란되지 않은 경계층 내에서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의 유속(uk)

을 이용하여 roughness Reynolds number (Rek)를 식 (1-44)와 같이 정의

하였다. 

 

𝑅𝑒𝑘 =
𝑢𝑘𝑘

𝜈
    (1-44) 

 

Rek가 천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난류촉진장

치의 다양한 형상과 제원에 대해 풍동 실험이 수행되었다 (Smith & 

Clutter, 1959; Huber & Mueller, 1987; Schneider, 2008; Kuester & White, 

2015). 층류 경계층에서 Blasius solution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uk를 

계산하면 Rek는 식 (1-45)와 같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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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𝑒𝑘 = 0.332𝑅𝑒𝑥
1.5 𝑘2

𝑥𝑘
2   (1-45) 

 

위의 식을 살펴보면 동일한 Rex와 k 조건이라도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되는 위치(xk)에 따라 Rek의 값은 달라져 실험 대상과 실험 환

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동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천이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Rek의 값은 2차원 형상의 난류촉진장치

에 대해 40-600, 3차원 형상의 난류촉진장치에 대해 100-800 정도로 

큰 편차를 가졌다. Figure 1-11에는 3차원 난류촉진장치의 높이(k)와 

직경(d)에 따른 선행연구의 Rek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11. Critical values of Rek and shape parameter k/d for various 

three-dimensional types of roughness (Smith & Clutter,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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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촉진장치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경이 클수록 3차원 

난류촉진장치에 의한 교란이 커 낮은 Rek에서도 천이가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원 형상을 가지는 스터드는 스터드의 높이와 직경뿐만 아니

라, 스터드 사이의 간격도 난류로의 천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터드 사이의 간격과 경계층 두께의 비율을 이용하여 식 (1-

46)과 같이 무차원화한 spanwise wave number (β)에 관한 선행연구들

이 주로 수행되었다. 

 

𝛽 =
2𝜋𝛿′

𝛥𝑧
=

2𝜋

𝛥𝑧
√

𝑥𝜈

𝑈
   (1-46) 

 

Andersson et al. (1999)은 수치 계산을 통해 bypass transition이 일어

나기 위한 최적의 외란 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β가 0.45

인 조건에서 큰 외란이 형성되어 난류로의 천이가 일어난다고 하

였다. Ergin & White (2006)와 Fransson et al. (2004)은 풍동에서 스터드

의 간격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Fransson et al. (2004)의 실험결과 중 β에 따른 streamwise streak의 

진폭 결과를 Figure 1-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12의 (a)를 통해 

streamwise streak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β 값은 0.45 근처였으며, β가 

너무 큰 경우에는 효율적인 외란 발생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1-12의 (b)를 통해 스터드의 높이 근방에서 streamwise 

streak의 진폭이 최대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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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2. (a) Streak amplitude (b) Wall-normal position of the 

maximum streak amplitude (Fransson et al., 2004) 

 

Fransson et al. (2004)은 hot-wire를 이용한 유속 계측 결과를 종합

하여 스터드에 의한 streamwise streak 생성 메커니즘을 Figure 1-13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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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3. Schematic of the roughness elements disposition and 

conceptual view of the streaks generation mechanism (Fransson et al., 2004) 

 

1.2.7.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항성분이 발생하

는데, 이를 유해항력 혹은 기생항력(parasitic drag)으로 정의한다. 유

해항력은 난류촉진장치의 형상으로 인한 형상저항(form drag)과 경

계층의 발달로 인한 표면마찰저항(skin friction drag) 성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난류촉진장치 전후의 운동량 두께 차이와 난류촉진장

치의 유해항력을 실선 성능 추정 시에 고려하는 적용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다 (Molland et al., 1994; Shen & Hughes, 2021). 

표면마찰저항 계산 시에 층류와 난류 경계층의 마찰저항 경험식을 

사용하였으며, 난류촉진장치의 형상저항은 식 (1-47)-(1-48)과 같은 

난류촉진장치의 높이(h)에 관한 형상저항 항력계수(drag coefficient, 

CD)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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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𝐷 =
𝐷𝑟𝑎𝑔

�̅�ℎ
    (1-47) 

�̅� =
1

ℎ
 ∫

1

2
𝜌𝑢(𝑦)2𝑑𝑦

ℎ

0
=

1

2
𝜌𝑈2 1

ℎ
∫ (

𝑢(𝑦)

𝑈
)

2

𝑑𝑦
ℎ

0
  (1-48) 

 

난류촉진장치의 형상저항 항력계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풍

동 실험을 통해 계측된 압력과 유속을 이용하여 저항을 계산하였

다 (Good & Joubert, 1968; Sakamoto et al., 1982). 난류촉진장치와 같이 

벽면에 설치된 물체의 형상저항은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와 경계층 

두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와이어 타입에 대한 형상저항 항력

계수 결과를 Figure 1-14에 나타내었다. 

 

 

Figure 1-14. Relation between CD1 and h/δ for a two-dimensional 

element - □: uτ/U=0.0348, △: uτ/U=0.0360,▽: uτ/U=0.0375 (Good & 

Jouber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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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마다 항력계수의 정의 시에 사용한 유속이 상이하며, 

Figure 1-14의 CD1은 식 (1-49)와 같이 유입류 유속을 이용하여 무차

원화하였다.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h/δ에 관한 경험식을 식 (1-49)와 

같이 정리하였다. 

 

𝐶𝐷1 =
𝐷𝑟𝑎𝑔

0.5𝜌𝑈2ℎ
= 1.05 (

ℎ

𝛿
)

2

7
   (1-49) 

 

식 (1-48)에서 낮은 h/δ에 대해 u/U를 (y/δ)1/7로 근사하면 CD는 

CD1의 9/7배가 되며, 식 (1-49)에 대입하면 식 (1-47)의 CD는 1.35의 

값을 가지게 된다. 

Figure 1-15에는 스터드 타입에 대한 형상저항 항력계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15의 y축인 CD 결과는 식 (1-49)와 같이 무차원

화된 결과로, CD1에 해당하는 값이다. 

 

Figure 1-15. Relation between CD1 and h/δ for a vertical circular cylinder 

(Sakamoto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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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타입과 스터드 타입의 형상저항을 비교하였을 때, 투영

면적이 작은 스터드 타입의 형상저항 항력계수가 더 작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와 경계층 두께의 비율에 

따라 식 (1-48)의 평균 유속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CD를 이용하여 

형상저항을 계산하거나, h/δ를 고려한 CD1의 값을 이용하여야 한다. 

 

1.2.8. 외란의 정도에 따른 천이 과정 

외란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천이 메커니즘을 

Figure 1-16과 같이 구분하였다 (Morkovin et al., 1994; Saric et al., 2002). 

 

 

Figure 1-16. The paths from receptivity to transition (Morkovin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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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6의 Receptivity는 주변의 외란이 경계층 내의 유동에 

영향을 미치며, 균일하거나 불균일한 변동 성분을 가지는 초기 상

태이다. Path A는 약한 외란에 의한 천이로, 선형 안정성 이론을 만

족하는 primary modes로 표현할 수 있고, 점차 교란의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3차원과 비선형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secondary 

mechanism을 거쳐 난류로의 천이가 일어난다. Path E는 외란의 크기

가 과도한 경우로, turbulent spot 혹은 subcritical instability가 발생하여 

빠르게 난류로의 천이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Path B, C, D는 외란의 특성에 의해 구분되었는데 외란의 크기가 

과도한 경우에는 turbulent spot의 발생과 급격한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bypass transition이 일어날 수 있다. Path B는 횡방향의 2차원 파

에 의해 약한 교란이 생성된 경우이며, Path C는 경계층 내의 유동

을 방해함에 따라 교란이 생성되는 경우이다. Path D는 Path B와 

Path C의 교란이 과도한 경우로, primary modes와 secondary mechanism

을 건너뛰어 난류로의 천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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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난류촉진장치로 인한 경계층 내 유동 변

화 관찰과 천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풍동에서의 선

행연구들을 통해 난류촉진장치의 높이(k)와 직경(d)이 천이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일한 Rex 조건이라도 Rek는 난류

촉진장치가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어 실험 구성

과 실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풍동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예인수조 환경에서 천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Rek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스터드 사이 간격에 관한 선

행연구들에서는 스터드 사이 간격의 함수인 β가 0.45일 때 흐름방

향 띠의 진폭이 최대가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흐름방향 띠의 진

폭이 최대가 될 때 경계층 내 유동의 천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계

측은 수행되지 않아, 경계층 내의 유동 변화와 난류촉진 과정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평판 예인 실험은 예인수조 환경에서 수행되었는데, 

측벽 효과를 무시할 수 있고 정지 상태의 유체장에서 실험이 가능

하여 초기의 난류 강도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속 계

측장비로는 1D Laser Doppler Velocimetry (LDV)를 사용하였으며, 계측 

지점을 지나가는 입자들의 평균 유속과 변동 성분을 계측하였다. 

경계층 내 유동의 특성은 흐름방향 평균 유속, 흐름방향 난류강도

(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y, Tu), 표면마찰계수를 통해 분석되었으

며, 표면마찰계수는 경계층 내의 평균 유속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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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로 3가지 무차원수(Rex, Rek, β)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판 실험에서는 Rex에 따른 평판 경계층 발달

과정을 계측하고 설계한 실험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평판 실험의 

결과는 난류촉진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비교하여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른 천이 정도를 비교하였다. 와이어 실험에서는 

Rek에 따른 경계층 내 유동 교란과 천이 정도를 분석하였고, 스터

드 실험에서는 Rek와 β에 따른 경계층 내 유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난류촉진장치의 영향은 유동이 다시 안정화되는 재부착

(reattachment) 현상, 변동 성분이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에 비해 큰 

과촉진(overstimulated) 현상,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측면에서 고

려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모형시험에서 최적의 난류촉진장치 선

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계층 계측 실험 이후에는 평판과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된 평

판을 예인하여, 계측된 저항의 차이를 통해 유해항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선 주위의 유동장과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한 

모형시험 결과 분석과 실선 성능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방법과 ITTC 권고안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기관들의 

저항시험 결과들을 분석 및 비교하였으며, 2차원 외삽법에서 잉여저

항계수와 실선의 총 저항 계수의 편차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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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실험 설계 

 

2.1. 실험 시설 및 장비 

2.1.1. 실험 시설 

본 연구의 평판 경계층 계측 실험이 수행된 서울대학교 예인수

조(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NUTT)는 Figure 2-1과 같다. 

예인수조의 길이는 110 m, 폭은 8 m, 깊이는 3.5 m이다. 

 

Figure 2-1. Schematic of SNUTT 

 

실험 시스템은 예인전차에 설치되어 일정한 속도로 예인되며, 

예인전차는 예인수조 양 옆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예인전차는 8 kW의 최대출력을 가지는 4개의 AC 서보모터로 구동

되며, 2:1의 감속비를 가지는 감속기어를 통해 서보모터에서 전차의 

구동바퀴로 동력이 전달된다. 일정한 예인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제

어기가 설계되어, 2 mm/s의 속도 정밀도로 구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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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경계측 계측 실험 장비 구성 

실험에 사용된 평판 예인 실험 장비는 Figure 2-2와 같다. 실험 

결과의 분석 시에 사용된 좌표계의 x축은 흐름방향(streamwise), y축

은 수직방향(normalwise), z축은 횡방향(spanwise)이다. Figure 2-2의 (a)

는 xz 평면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2-2의 (b)에는 xy 평면을 나타내었

다. 평판이 유동 방향에 완전히 정렬되도록 턴테이블(turn table)을 

이용하여 평판을 회전시켰으며, LDV 프로브는 2축 이송장치에 설치

되어 x축과 y축으로 이동하였다. x축 이송장치의 이동범위는 전연으

로부터 0.45-0.75 m로 0.3 m 범위 내에서 0.05 m 간격으로 경계층 내 

유속을 계측하였다. 

 

Figure 2-2. Experimental setup and the coordinate system for 

measurement of the boundary layer 

 

y축 이송장치는 경계층 계측 시 정밀 제어를 요구하며, 이송장

치의 위치 조정을 위한 최소 해상도는 50 um이다. 볼스크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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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00 mm 당 누적 오차가 50 um의 정밀도를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계측부의 반대편에는 LDV 장비와 이송장치를 설치하

고, 예인 시에 유입류에 의한 진동을 최소화시키고자 유선형의 외

판을 만들었다. 외판이 부착됨에도 영압력 구배 형성과 낮은 Re에

서 Blasius solution과 잘 일치함을 예비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LDV의 z방향 계측 위치는 Longo et al. (1988)의 예인수조 평판 경

계측 계측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자유수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면에서 300 mm 아래의 위치로 설정하였다. 

1D LDV의 하드웨어 구성은 Figure 2-3과 같다. 연속 레이저 발생

장치, 하나의 레이저 빔을 위상 차이를 가지는 2개의 레이저로 나

누어주는 Bragg cell, 레이저의 방출과 신호를 송신하는 프로브, 데

이터 처리기로 구성된다. 

 

Figure 2-3. Schematic of LDV optics (Dantec A/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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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n 이온 레이저인 Stellar-Pro-L Multi-Line/300 (Centerville, UT, 

USA)을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발생장치의 최대 출력은 300 mW이며 

457.9-514.5 nm의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를 발생시킨다. 

Dantec Dynamics FiberFlow (Datec Dynamics, Skovlunde, Denmark) 제

품 군 중 레이저 빔의 직경이 0.27 mm로 가장 작아 경계층 계측에 

유리한 14 mm 직경의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빔 사이의 간격

은 8 mm, 빔 직경은 0.27 mm, 렌즈로부터 계측지점까지의 거리는 

50 mm이다. 

두 레이저의 위상 차이로 인해 간섭 무늬가 발생하는데, 속도를 

가진 입자가 간섭 무늬를 지날 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하게 된다. 레이저 빔의 제원에 의해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df)

은 레이저의 파장(λ)과 레이저의 입사각도(θ)에 의해 식 (2-1)과 같

이 계산된다. 도플러 신호의 주파수(fD)를 이용하여 계측 지점을 지

나는 입자의 속도를 식 (2-2)와 같이 계산한다. 

 

𝑑𝑓 =
𝜆

2 𝑠𝑖𝑛(
𝜃

2
)
    (2-1) 

𝑢 = 𝑑𝑓𝑓𝐷 =
𝜆𝑓𝐷

2 𝑠𝑖𝑛(
𝜃

2
)
   (2-2) 

 

2.1.3. 난류촉진장치 유해항력 계측 실험 장비 구성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Figure 2-2의 실험

구성에서 LDV, 이송장치, 유선형 외판을 제외하여 실험 장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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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턴테이블과 평판이 연결되는 부위에 저항을 계측하기 위

한 동력계를 설치하였다. 평판의 전연과 후연에는 y 방향의 움직임

은 구속되고 x, z 방향의 움직임에는 자유도를 가지도록 Figure 2-4와 

같이 장비를 구성하였다. 

 

 

Figure 2-4. Experimental setup and the coordinate system for 

measurement of the parasitic drag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은 난류촉진장치의 부착 유무에 따른 

저항 차이로 계산하였다.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항력의 성분 중 난류촉진장치 부착 이후의 마찰저항 성분이 

최소가 되도록 난류촉진장치는 1.2 m 길이 평판의 전연으로부터 1.1 

m 위치에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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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대상 

2.2.1. 평판과 난류촉진장치 형상 

실험 대상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평판으로, 길이는 1.2 m, 

폭은 0.8 m, 두께는 15 mm이며, 실험에 사용된 평판의 형상은 

Figure 2-5와 같다. 

 

Figure 2-5. The geometry of the leading edge and trailing edge of the flat 

plate 

 

평판 전연의 형상은 Hanson et al. (2012)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

하여 영압력 구배 조건이 잘 형성되도록 비대칭 타원 형상으로 제

작하였다. 평판 후연의 형상은 Williams et al. (2018)의 쐐기형 전연 

형상을 참고하여 쐐기 각도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5.3°로 제작하

였다. 전연에서 타원 형상이 차지하는 길이는 0.150 m이며, 후연의 

쐐기 형상이 차지하는 길이는 0.162 m이다. 

평판은 LDV의 레이저가 투과 가능하도록 아크릴로 제작하였으

며, SJ-210 조도 측정기(Mitutoyo Corporation, Kanagawa, Japan)를 이용

하여 아크릴 평판의 조도를 계측하였다. 조도 계측기를 통해 계측

된 중심선 평균 거칠기(arithmetical average roughness, Ra)는 0.157 u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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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난류촉진장치는 와이어 타입과 스터드 타입으로 

Figure 2-6과 같다. 

 

 

Figure 2-6. Turbulence stimulators - (a): wire, (b): stud 

 

2.2.2. 경계층 계측 실험의 난류촉진장치 

와이어는 와이어의 지름(Dw)에 따른 두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였

고, 스터드는 스터드의 직경(Ds), 스터드의 높이(H), 스터드의 간격

(Δz)에 따른 6개 조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ITTC 권고안에서는 0.5-1.0 mm 직경의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0.5, 1.0 mm 직경의 와이어를 평판

에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ITTC 권고안에서 스터드는 직경 

1.6-3.2 mm, 높이 0.5-3.0 mm, 스터드 간의 간격은 12-25 mm의 제원

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스터드의 직경은 2, 

3 mm 2개 조건, 높이는 1.5, 3.0 mm 2개 조건, 간격 10, 20 mm 2개 조

건 중 6개 조합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터드의 6개 조합 실험 조건은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스터드의 형상을 결정 짓는 3가지 

변수들은 2가지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2수준 3인자에 대한 실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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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을 적용하였다. 완전 요인 설계(full factorial design)는 2수준 3인

자의 모든 조합 조건인 8개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는 설계이

며, 부분 요인 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는 완전 요인 설계를 여

러 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어 그 중 한 부분 집합을 실험하는 설

계이다. 부분 요인 설계는 모든 조합 조건에 대한 실험 횟수가 많

을 경우에, 효율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Figure 2-7에는 

스터드의 제원에 따른 2수준 3인자에 대한 실험계획법을 나타내었

다. 

 

 

Figure 2-7. DOE of three factors and two levels – (a): full factorial 

design, (b) 1/2 fractional factorial design, (c) test conditions of the present 

study 

 

1/2 부분 요인 설계 시에는 스터드의 제원에 대한 주효과(main 

effect)와 교호작용(interaction)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으며, 고차의 

교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실험 조건을 추가하여 각 변

수들의 주효과와 교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6개 조건의 실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실험 설계를 통해 각 변수들이 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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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모형 분석이 가능하다. 

경계층 계측 실험에 사용된 2개 조건의 와이어와 6개 조건의 

스터드 타입의 난류촉진장치 주요 제원은 Table 2-1과 같다. 

 

Table 2-1 Principal dimensions of turbulence stimulators 

 Dw [mm] Ds [mm] H [mm] Δz [mm] 

Wire 1 0.5 - - - 

Wire 2 1.0 - - - 

Stud 1 - 2.0 1.5 10 

Stud 2 - 2.0 1.5 20 

Stud 3 - 2.0 3.0 10 

Stud 4 - 3.0 1.5 10 

Stud 5 - 3.0 3.0 10 

Stud 6 - 3.0 3.0 20 

 

스터드의 높이와 직경의 비율인 H/Ds는 천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최소 Rek 값에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의 실험 조건에서 H/Ds 범위

는 0.5, 0.75, 1.0, 1.5이다 (Figure 1-11 참고). 

 

2.2.3. 유해항력 계측 실험의 난류촉진장치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계측 시에 와이어의 유해항력은 와이

어의 직경으로 무차원화되며, 스터드의 유해항력은 부착된 스터드

의 개수, 직경, 높이에 대해 무차원화된다. 0.5 mm 직경의 와이어를 

부착할 경우에는 와이어에 의한 유해항력의 값이 평판의 마찰저항

에 비해 작고 계측 불확실성 이내의 값으로 추정되어 실험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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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1 mm, 2mm 직경의 와이어를 부착하

여 유해항력을 계측하였다. 스터드의 직경은 2 mm, 간격은 20 mm로 

고정하고, 1.5, 2.0, 3.0 mm의 스터드 높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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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조건 

평판 경계층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예인속도

(U), 전연으로부터 거리(x), 난류촉진장치의 부착위치(xTS)가 있다. 

예인수조에서 선박의 모형시험이 수행되는 Re와 Fr 조건을 고려하

여 모형시험과 비슷한 유동 조건이 형성되도록 난류촉진장치의 부

착 위치는 전연으로부터 0.50 m 거리로 선정하였다. 

Table 2-2에는 0.50 m 위치에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되었을 때 예인

속도에 따른 Rex,TS를 나타내었으며, 물의 동점성계수는 10-6으로 계

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이 수행된 날의 수온을 측정하여 동

점성계수 및 Re를 계산하였다. 

 

Table 2-2 Local Reynolds number at the turbulence stimulator position (Rex,TS) 

and the ship length-based Froude number (Fr) 

U [m/s] 0.3 0.4 0.5 0.6 0.7 

Rex,TS 1.5×105 2.0×105 2.5×105 3.0×105 3.5×105 

Fr (L=3 m) 0.1843 0.2458 0.3072 0.3687 0.4301 

Fr (L=4 m) 0.1197 0.1596 0.1995 0.2395 0.2794 

Fr (L=7 m) 0.0517 0.0690 0.0862 0.1034 0.1207 

 

Table 2-2에서 모형선 길이(L)의 5% 위치에 난류촉진장치가 부착

될 때 Rex,TS에 해당하는 유속을 계산하여 모형선 길이에 따른 Fr를 

계산하였다. 모형선의 길이가 3, 4, 7 m 일 때, Fr의 범위는 각각 

0.1843-0.4301, 0.1197-0.2794, 0.0517-0.1207으로 예인수조 시험을 수행

하는 상선들의 일반적인 운항조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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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지점은 x=0.45-0.75 m 범위에서 0.05 m 간격으로 유속을 계

측하였으며, U=0.4 m/s에서 평판의 평균 유속 결과를 예시로 Figure 

2-8에 나타내었다. 평균 유속 계측 시에 속도 분포와 경계층 두께(δ)

는 Blasius solution과 잘 일치하였다. Figure 2-8과 같이 streamwise 방

향으로의 경계층 발달과정을 계측하여 평판에서 발달하는 경계층 

유동과 난류촉진장치에 의해 변화하는 경계층 유동을 국부 레이놀

즈수(Rex) 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Figure 2-8. Mean streamwise velocity of the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U=0.4 m/s) 

 

와이어의 직경이 0.5, 1.0 mm인 경우에 경계층 내의 주요 값들을 

Table 2-3과 Table 2-4에 나타내었다. 난류촉진장치의 높이가 천이에 

미치는 영향은 식 (1-44)와 같이 정의된 Rek가 주요한 무차원수가 

된다. 경계층 두께(δ)는 Blasius solution을 이용하여 식 (2-3)과 같이 

계산하였다. 

 

𝛿 = 4.91
𝑥

√𝑅𝑒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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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Dw=0.5 mm) 

U[m/s] Rex,TS Dw [mm] δ [mm] Dw/δ uk/U Rek 

0.3 1.5×105 0.5 6.339 0.079 0.129 19 

0.4 2.0×105 0.5 5.490 0.091 0.148 30 

0.5 2.5×105 0.5 4.910 0.102 0.166 41 

0.6 3.0×105 0.5 4.482 0.112 0.182 54 

0.7 3.5×105 0.5 4.150 0.120 0.196 69 

 

Table 2-4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Dw=1.0 mm) 

U[m/s] Rex,TS Dw [mm] δ [mm] Dw/δ uk/U Rek 

0.3 1.5×105 1.0 6.339 0.158 0.256 77 

0.4 2.0×105 1.0 5.490 0.182 0.296 118 

0.5 2.5×105 1.0 4.910 0.204 0.330 165 

0.6 3.0×105 1.0 4.482 0.223 0.360 216 

0.7 3.5×105 1.0 4.150 0.241 0.388 272 

 

와이어의 직경이 0.5, 1.0 mm 일 때, Rek는 각각 19-69, 77-272의 

값을 가진다. 와이어 직경이 2배가 됨에 따라 Rek의 값은 4배 정도 

증가하여 와이어의 직경과 경계층 두께의 영향 분석이 가능하도록 

실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풍동의 선행연구들에서는 2차원 난류촉진

장치에 의해 천이가 촉진되는 최소 Rek가 40-600으로 선행연구들 

간의 편차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 환경에서 와이어에 

의해 천이가 촉진되는 Rek를 분석하고자 한다. 

스터드의 높이가 1.5, 3.0 mm인 경우에 경계층 내의 주요 값들을 

Table 2-5와 Table 2-6에 나타내었다. 

 



47 

 

Table 2-5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H=1.5 mm) 

U[m/s] Rex,TS H [mm] δ[mm] H/δ uk/U Rek 

0.3 1.5×105 1.5 6.339 0.237 0.382 172 

0.4 2.0×105 1.5 5.490 0.273 0.438 263 

0.5 2.5×105 1.5 4.910 0.305 0.487 365 

0.6 3.0×105 1.5 4.482 0.335 0.529 476 

0.7 3.5×105 1.5 4.150 0.361 0.568 596 

 

Table 2-6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H=3.0 mm) 

U[m/s] Rex,TS H [mm] δ[mm] H/δ uk/U Rek 

0.3 1.5×105 3.0 6.339 0.473 0.711 640 

0.4 2.0×105 3.0 5.490 0.547 0.789 947 

0.5 2.5×105 3.0 4.910 0.611 0.846 1269 

0.6 3.0×105 3.0 4.482 0.669 0.888 1598 

0.7 3.5×105 3.0 4.150 0.723 0.918 1928 

 

스터드의 높이가 1.5, 3.0 mm일 때, Rek는 각각 172-596, 640-1928

의 값을 가졌다. 풍동의 선행연구들에서 3차원 난류촉진장치에 의

해 천이가 촉진되는 최소 Rek는 100-800으로 선행연구들 간의 편차

가 있었으며, 스터드의 높이와 직경의 비율에 따라 천이가 촉진되

는 최소 Rek 값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스터드의 높이가 동일하다면 

Rek의 값은 일정하나, 직경이 증가하여 H/Ds의 값이 감소하면 천이

를 위한 Rek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스터드의 

직경이 클수록 경계층 내의 교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난류로의 

천이가 더 촉진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예인수조 환경에서 

스터드에 의해 천이가 촉진되는 Rek를 높이와 직경에 대해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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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국제수조회의에서 권고하는 스터드 높이 범위는 와이어

의 직경 범위에 비해 난류촉진장치가 경계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크며, 난류촉진장치 높이에서의 유속도 그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스터드의 간격이 천이에 미치는 영향은 식 (1-46)과 같이 정의

된 spanwise wave number (β)가 주요한 무차원수가 된다. 스터드의 간

격이 10, 20 mm일 때, 경계층 내의 주요 값들을 Table 2-7과 Table 2-8

에 각각 정리하였다. 

 

Table 2-7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Δz=10 mm) 

U [m/s] δ’[mm] Δz [mm] β 

0.3 1.291 10 0.811 

0.4 1.118 10 0.702 

0.5 1.000 10 0.628 

0.6 0.913 10 0.574 

0.7 0.845 10 0.531 

 

Table 2-8 Main parameters of the boundary layer (Δz=20 mm) 

U [m/s] δ’[mm] Δz [mm] β 

0.3 1.291 20 0.406 

0.4 1.118 20 0.351 

0.5 1.000 20 0.314 

0.6 0.913 20 0.287 

0.7 0.845 20 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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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과 Table 2-8에서 δ’은 Blasius solution에서 경계층 두께와 

관련된 상수인 4.91을 곱하지 않은 값으로 식 (2-4)와 같다. 

 

𝛿′ = √
𝑥𝜈

𝑈
    (2-4) 

 

스터드 사이의 간격이 10, 20 mm일 때, β 값은 0.531-0.811, 0.266-

0.406으로 β에 의한 streamwise streak 진폭과 천이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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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불확실성 해석 

 

3.1. 불확실성 해석 이론 

LDV 계측 실험 결과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기계학

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의 실험 불확실성 

내용을 참고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오차는 참값(true value)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다만 실험

에서 참값과의 차이를 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험 결과가 참값과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까울지를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나타낸다. 정

확히는 실험 결과 값으로부터 불확실성 범위 내에 참값이 위치할 

확률이 95%가 되도록 불확실성 값을 추산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불확실성

을 구하는 방법은 반복 실험을 통해 구하는 Type A와 알려진 정보

를 통해 구하는 Type B로 구분된다. 실험 불확실성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우연오차와 고정오차의 해석에 적용하게 된다. 

Figure 3-1은 반복실험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 요소의 구

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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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rinciple of errors in measurement (ASME, 2005). 

 

무한히 실험을 반복할 경우, 계측의 모평균(measurement 

population mean)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한 번의 실험 결과

(measured value)와 모평균의 차이를 우연오차(random error), 모평균과 

참값의 차이를 고정오차(systematic error)라고 정의한다. 

우연오차는 모평균과 실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지며, 같은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여 모평균을 

구하기 전에는 그 값을 알 수가 없다. 대신,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하나의 대푯값으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우연 표준 

불확실성(random standard uncertainty, RSU) 𝑠�̅�으로 정의한다. 우연 표

준 불확실성은 얻어진 실험 값 X로부터 불확실성 범위 내에 모평

균이 위치할 확률이 95%임을 의미한다. 

N번의 반복 실험으로부터 표준편차 sX를 구하였다면, RSU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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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𝑠�̅� =
𝑠𝑋

√𝑁
    (3-1) 

 

실험이 30회 이상 수행되었다면 정규분포로 간주할 만큼 충분

히 큰 수의 샘플을 얻은 것으로 보아, �̅� ± s�̅�가 모평균을 포함할 확

률이 68%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95% 신뢰구간은 �̅� ± 2s�̅�로 나

타낼 수 있다. N이 커질수록 s�̅�는 작아지기 때문에, N이 무한한 값

을 갖게 된다면 �̅�가 곧 모평균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s�̅�를 이

용하여 나타내는 신뢰구간이 좁아진다는 것은 반복시험의 횟수가 

늘어났을 때 모평균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나, 실

험 데이터 자체의 표준편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만약 N이 30보다 작다면 Student t 분포를 따라 계수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험을 4회 수행했다면 자유도(degrees of freedom, 

N-1)는 3이므로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 ± 3.18𝑠�̅�  �̅� ±

1.59𝑠𝑋 가 된다.  

고정 오차는 우연오차와 달리 실험 횟수를 무한히 늘려도 얻어

낼 수 없다. 따라서 고정오차는 실험의 반복과 무관하게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각 센서들의 계측 해상도, 교정시험에서 기대되는 정밀

도를 기반으로 추정된 고정오차 값을 이용하여 각 요소의 불확실

성을 구하고, 이들이 data reduction equation을 통해 어떻게 전파되는

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거쳐 고정 표준 불확실성(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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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uncertainty, SSU) 𝑏�̅�을 구한다. 

합성 표준 불확실성(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𝑢�̅�은 우연, 고

정 표준 불확실성 값을 이용해 식 (3-2)와 같이 구하고, 자유도 개

념을 적용해 95% 신뢰도의 불확실성 범위인 확장 불확실성

(expanded uncertainty) 𝑈�̅�을 구할 수 있다. N > 30인 충분히 큰 자유도

를 갖는 조건에서는 t = 2가 되어 95% 신뢰구간을 식 (3-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𝑢�̅� = √𝑏�̅�
2 + 𝑠�̅�

2    (3-2) 

�̅� ± 𝑈�̅� = �̅� ± 2𝑢�̅�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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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정오차 해석 

경계층 밖의 균일류를 계측할 시에 얻어지는 유동장은 시공간

적으로 균일하며, 예인수조용 SPIV 및 LDV의 교정시험을 위해 균

일류 계측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Di Felice et al., 2004, Han et al., 

2018). 

먼저 예인전차의 속도를 계측하기 위해 예인전차가 예인수조의 

beacon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해서 평균 속도를 계산하

였다. Figure 3-2에는 예인수조의 beacon 설치 위치를 나타내었다. 

 

 

Figure 3-2. Arrangement of the towing tank and beacons. 

 

A, B, C의 세 위치에 beacon이 설치되었으며, A-B의 간격은 10 m, 

B-C의 간격은 10 m이다. 예인전차가 각 beacon을 지나가는데 걸리

는 시간을 기록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였다. 전차 구동륜의 회전

수를 rotary encoder로 기록하였는데, 두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Table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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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Towing carriage speed measured by beacons and rotary encoder 

Input speed 

[mm/s] 

Speed 

measured 

by beacons 

[mm/s] 

Rotary encoder measurement 

Mean speed 

[mm/s] 

Standard 

deviation 

[mm/s] 

Standard 

deviation/Mean 

speed [%] 

500 500.5 500.71 2.63 0.53 

1000 1000.4 1000.92 5.82 0.58 

1500 1500.5 1501.36 8.49 0.57 

 

1D LDV를 이용하여 예인전차 입력 속도 대비 계측한 유속의 평

균값과 표준편차를 Table 3-2에 정리하였다. Table 3-2의 평균속도 고

정오차는 입력 속도와의 차이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난류강도는 표

준편차를 제곱하여 구하였다. 

 

Table 3-2. Uniform flow measurement by 1D LDV 

Input speed  

[mm/s] 

Measurement results Systematic error 

Mean velocity  

(10-2) 

Standard 

deviation 

(10-2) 

u/U  

(10-2) 

𝑢′𝑢′̅̅ ̅̅ ̅̅ /𝑈2 

(10-4) 

500 99.84 0.72 0.16 0.52 

1000 99.76 0.86 0.24 0.74 

1500 99.63 1.34 0.36 1.80 

 

Input speed와 비교하였을 때, LDV를 이용하여 계측한 유속의 차

이는 0.4% 이내였으며, LDV를 이용하여 계측한 유속의 표준편차는 

1.4% 이내로 계측되었다. 1000 mm/s 이하에서 Tu는 1% 이하의 값을 

가졌는데, 정지된 유체장에서 실험하더라도 예인전차의 속도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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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인전차의 진동, 불규칙적인 입자의 운동으로 인한 초기 난류 

성분으로 인해 1% 이하의 난류강도가 확인되었다. 

Dantec Dynamics 사의 FiberFlow 와 FlowExplorer LDV 제품들의 

교정 불확실성은 신뢰도 95% 구간(coverage factor 2)에서 0.067%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Table 3-2의 고정오차에 비해 작은 값

으로 교정 불확실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57 

 

3.3. 우연오차 해석 

경계층 내 유동 중 높은 난류 운동 에너지가 얻어지는 영역의 

속도장을 반복 계측하여 우연오차 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난

류 경계층에서 난류 강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는 Figure 3-3의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여러 Re 범위에서 y+=17 근처로 유사하다  

 

Figure 3-3. Mean velocity and turbulence intensity according to y+ (Diaz-

Daniel et al., 2017) 

 

우연오차 해석을 위해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평판에 

대해 유속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예인속도는 0.7 m/s, 계측이 

수행된 위치는 x=0.75m, y=0.65 mm이다. Rex와 y+로 무차원화하였을 

때는 각각 4.23×105과 17.3에 해당한다. 5회의 전차 예인동안 10,000

개의 계측 데이터 샘플 수를 취득하였다. 

Figure 3-4에는 계측 데이터 샘플 수(N)에 따른 u/U의 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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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N이 증가할수록 u/U의 분포는 N=10,000인 경우와 

유사해졌으며, 평균 유속과 난류강도가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4. Data convergence results: Rex=4.23×105, y+=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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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에 따른 RSU 값의 결과를 Figure 3-5에 나타내었다. 데

이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연오차의 범위는 로그 스케일로 감소

하였으며, 예인수조에서의 공칭반류 불확실성 해석에 대한 Han et al. 

(2018)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 유속의 우연 오차는 

감소하였고, Reynolds normal stress의 우연 오차는 유사하였다. 

 

Figure 3-5. Convergence of Reynolds normal stress according to data samp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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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확실성 해석 결과 

예인횟수 1회에 대한 확장 불확실성을 고정오차와 우연오차를 

통해 계산하였다. 1회의 예인횟수에서는 2,000개의 데이터 수를 얻

을 수 있었으며, 불확실성 해석 결과를 Table 3-3에 나타내었다. 

 

Table 3-3. Total uncertainty of 1D LDV 

 u/U (10-2) 𝑢′𝑢′̅̅ ̅̅ ̅̅ /𝑈2(10-4) 

Measured value 54.4 152.29 

Systematic standard uncertainty 0.24 0.74 

Random standard uncertainty 0.268 8.01 

Expanded uncertainty (10-2) 

(95% confidence level) 

0.720 16.09 

Expanded uncertainty/Measured 

value (%) 

1.32 10.57 

 

고정오차 성분은 우연오차 성분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지며, 우연

오차는 Reynolds normal stress 계측 시에 크게 증가하였다. 평균 유속

의 확장불확실성은 1% 이내로 낮은 불확실성을 가지는데 반해, 

Reynolds normal stress의 확장불확실성은 16% 정도로 높은 값을 가

졌다. 

Han et al. (2018)의 공칭반류 불확실성 해석 시에는 LDV와 SPIV 

계측시스템에 대한 확장불확실성 값을 도출하였는데, LDV의 평균 

유속의 확장 불확실성은 1.2%, Reynolds normal stress의 확장 불확실

성은 15.1%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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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실험결과 및 고찰 

 

정량적인 실험 결과의 분석에 앞서 스터드와 와이어의 천이 특

성을 확인하고자 스터드와 와이어 주변의 유동장을 각각 Figure 4-1

과 Figure 4-2에 나타내었다.  

 

Figure 4-1. Schematic of the stud disposition and conceptual view of the 

turbulence transition 

 

Figure 4-2. Schematic of the wire disposition and conceptual view of the 

turbulenc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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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의 경우에는 와이어를 통과하며 유동이 교란됨에 따라 

Tollmien-Schlichting wave의 발생이 촉진되고, spanwise vorticity가 형성

된 후에 붕괴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된다. 스터드의 앞면에서는 

horseshoe vortex가 발달하며, 스터드 상부에서는 tip vortex가 형성된

다. 스터드 후류에서는 스터드에 의해 교란된 유동들이 high speed 

streak, low speed streak과 같은 streamwise streak을 형성하게 된다. 스

터드에서 발생한 vortex들과 streamwise streak이 섞이게 되며 등방성

이 증가하고,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된다. 와이어에 비해 스터드 주

변에서는 다양한 3차원 유동 구조가 발달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으

로 인해 등방성이 강화되고 천이가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1장에서는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평판에 대해 LDV를 

이용한 유속 계측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4.2장과 4.3장에서는 와이어

와 스터드가 부착된 평판의 유속 계측 결과를 분석하였다. 4.4장에

서는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른 천이 정도를 실험 계획

법과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5장에서는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4.6장에서는 유해항력

을 고려한 실선 성능 추정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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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평판 경계층 계측 결과 

평판 경계층 계측이 수행된 Rex 범위는 1.19×105-4.23×105이다. 

천이가 일어나는 Recrit 값은 일반적으로 3×105-5×10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평판의 실험 결과는 층류/천이영역/난류 경계층에 대한 결

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4.1.1. 평판에서의 층류 경계층 결과 

Figure 4-3에는 Rex=1.19×105-2.65×105 범위 내에서 흐름방향 평균 

유속 결과를 Blasius solution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4-3. Profiles of the mean of the streamwise velocity in the laminar 

boundary layer (fl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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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속도와 x 위치에 무관하게 Blasius solution과 전체적으로 유

사하며, 층류 경계층의 평균 유속 분포를 잘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4에는 Rex=1.19×105-2.65×105 범위 내에서 흐름방향 난류

강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난류강도의 최댓값은 y/δ가 0.3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경계층 밖에서 난류강도 값은 

U의 0.7% 정도의 값을 가졌다. 이는 정지된 유체장에서 평판을 예

인하더라도 예인전차의 속도 정밀도인 2 mm/s와 이로 인한 불규칙

적인 입자의 움직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Figure 4-4.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laminar 

boundary layer (flat plate) 

 

Rex가 1.19×105-2.65×105인 조건에서는 층류 경계층이 발달하여 

Figure 4-3과 같이 Blasius solution과 평균 유속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난류강도 결과도 Figure 4-4와 같이 모든 Rex 조건에서 유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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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인되었다. 층류 경계층의 분석 시에는 경계층 두께(δ)와 유

입류의 유속(U)을 이용하여 무차원화하였을 때,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4.1.2. 평판에서의 천이영역 경계층 결과 

난류 경계층의 분석 시에는 주로 전단 속도(uτ)를 이용하여 무차

원화한 값을 사용한다. 경계층 내의 평균 유속을 이용하여 전단 속

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의 평균 유속 결과

를 이용한 방법이 연구되어 전단 속도 추정 시에 사용되고 있다 

(Clauser, 1956; Kendall and Koochesfahani, 2008; Jiang et al., 2020). 본 연

구에서도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경계층 내의 평균 유속을 이용하

여 전단 속도를 추정하였으며, 수직방향 거리 y와 흐름방향 유속 u

는 식 (1-26)-(1-27)과 같이 무차원화하였다. 

전단 속도는 표면마찰계수(Cf)와 유입류의 유속(U)에 따라 식 

(4-1)과 같이 정의된다. 

 

𝑢𝜏 = 𝑈√
𝐶𝑓

2
    (4-1) 

 

층류 경계층의 표면마찰계수는 Blasius solution을 통해 계산되는 

식 (1-16)을 이용하였고, 난류 경계층의 전단 속도는 1/7승 법칙에

서 유도되는 식 (1-24)를 사용하였다. 천이영역에서의 전단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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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해서는 전단력을 직접 계측해야 하나, 전단력을 직접 계측

하기 위한 센서들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특정 위치에서의 값

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10 

근처의 평균 유속 결과들이 점성저층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식 (1-28)과 오차가 적게 계산되도록 천이 영역의 전단 속도를 추

정하였다. 

Figure 4-5에는 U=0.5 m/s에서 흐름방향의 경계층 발달과정을 나

타내었다. 

 

 

Figure 4-5. Mean streamwise velocity of the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U=0.5 m/s) 

 

x=0.65 m 위치부터 Rex가 증가함에 따라 Blasius solution과의 차이

가 발생하며 천이가 시작되었다. 벽면 근처에서 평균 유속이 

Blasius solution에 비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운동량 손실량이 증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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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에는 U=0.5m/s에서 Rex=1.94×105-3.23×105의 흐름방향 

평균 유속 결과를 무차원화 방법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ure 4-6. Profiles of the mean of the streamwise velocity in the laminar 

and transitional boundary layer (flat plate) 

 

천이가 시작됨에 따라 Blasius solution과의 차이가 증가하며, 로

그 법칙을 따르는 내층과 Spalding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7에는 U=0.5m/s에서 Rex=1.94×105-3.23×105의 난류강도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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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laminar and 

transitoinal boundary layer (flat plate) 

 

층류 경계층에서 흐름방향 난류강도의 최댓값은 0.1U 이내였으

나, 천이가 시작되는 Rex>2.80×105 에서는 경계층 내의 난류강도 최

댓값이 0.15U 정도로 증가하였다. 난류강도의 최댓값뿐만 아니라 

경계층 전체에 층류 경계층에 비해 높은 난류강도가 형성됨을 확

인할 수 있다. Rex가 증가함에 따라 벽면 근처에서 변동 성분이 큰 

흐름방향 유동이 생성되며, 높은 난류강도를 가짐에 따라 벽면에서 

더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계층 두께가 증가

하게 된다. Rex가 증가함에 따라 벽면 근처에서의 운동량 두께가 증

가하고 변동 성분이 큰 흐름방향 유동이 생성되었으며, 이는 일반

적으로 알려진 자연적인 천이 과정과 유사하다. 임계 레이놀즈수에

서 비정상적(unsteady)인 2D Tollmien-Schlichting wave가 발달하면, 흐

름방향의 변동 성분이 커지고 점차 3차원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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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경계층이 난류로 천이되게 된다 (Mayle, 1991). Figure 4-7의 무차

원화 시에 사용된 경계층 두께 식은 Blasius solution을 사용하였다. 

Rex가 증가함에 따라 벽면에서 운동량 손실량이 증가하며, Blasius 

solution에 비해 운동량 두께와 경계층 두께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

다. 

 

4.1.3. 평판에서의 난류 경계층 결과 

Figure 4-8에는 Rex=2.57×105-4.23×105 범위 내에서 전단 속도(uτ)

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한 흐름방향 평균 유속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4-8. Profiles of the mean of streamwise velocity in the transitional 

and turbulent boundary layer (fl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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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의 Rex=2.82×105 에서부터 천이가 발생하며, 

Rex=3.38×105 이후에는 식 (1-29)와 식 (1-30)인 로그 법칙과 

Spalding 식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9에는 Rex=2.57×105-4.23×105 범위 내에서 난류강도 결과

를 나타내었다. 난류강도 결과도 Figure 4-3의 결과와 비슷하게 

Rex=2.82×105-3.10×105 구간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지만, 

Rex=3.38×105 이후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에서는 완층충 부근인 y+=17 근처에서 난류강도의 최댓

값이 발생하였으며, y+=300 이상인 외부층(outer layer) 밖에서 난류강

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Figure 4-9.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transitional 

and turbulent boundary layer (flat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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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의 모든 실험조건을 종합한 표면마찰계수 결과를 Figure 4-

10에 나타내었다. Rex가 2.7×105 이하에서는 층류 경계층이 발달하며, 

3.3×105 이상에서는 난류 경계층이 발달하였다. 층류 경계층에서 표

면마찰계수는 Blasius solution을 잘 만족하였으며, 난류 경계층에서 

표면마찰계수는 1/7승 법칙을 잘 만족하였다. 

 

Figure 4-10. Skin friction coefficients of flat plate results 

 

천이가 일어나는 Rex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는 선형적인 기울기

로 증가하며 난류 경계층으로 천이되었다. 

Figure 4-11에는 예인속도와 계측 위치 x에 대해 평판 경계층의 

특성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층류 경계층은 L, 천이영역은 T,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은 F로 표시하였다. U와 x의 함수인 Rex 값에 

따라 층류, 천이영역, 난류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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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L: 

laminar, T: transition, F: fully developed turbu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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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와이어 부착 경계층 계측 결과 

평판 실험에 사용된 평판의 전연으로부터 0.50 m 위치에 0.5, 1.0 

mm 직경의 와이어를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와이어가 부착

됨에 따라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으며, 와이어를 부착한 실험 

결과는 재부착/과촉진/난류 경계층에 대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였

다. 

 

4.2.1. 와이어 부착 평판의 재부착 결과 

재부착(reattachment)은 와이어로 인해 생성된 교란이 작아 천이

에 큰 영향을 못 미칠 때, 와이어로 인해 교란된 유동이 다시 벽면

에 재부착되며 층류 유동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0.5 mm 직경의 와이

어 실험 중 낮은 유속 조건에서 Rex와 Rek의 값이 작아 재부착 현

상이 확인되었다. 재부착이 발생하는 경우인 Rek=19.29에서의 평균 

유속 결과를 Figure 4-12에 나타내었다. 

Figure 4-12의 와이어 부착 직후인 x=0.51 m에서 벽면 근처부터 

Blasius solution과 차이가 발생하며, 0.65 m 이후에는 교란의 영향이 

감소하여 Blasius solution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이어

를 지난 직후인 x=0.51 m에서 벽면 근처의 유속이 가속되나, Rex와 

Rek가 낮아 교란된 층류 유동이 다시 재부착되어 Blasius solution과 

비슷해지는 재부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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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Profiles of the mean of streamwise velocity in the laminar 

boundary layer (0.5 mm wire, Rek=19.29) 

 

재부착이 일어난 Rek 조건에서 와이어의 높이(k)와 경계층 두께

(δ)의 비율은 0.1 이하로 와이어가 경계층 내 유동의 변동 성분을 

증가시키지만 천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13에는 재부착이 발생하는 Rek=19.29에서의 난류강도 결

과를 나타내었다. 평판의 층류 경계층 결과인 Figure 4-4와 비교하였

을 때, 평판의 층류 경계층에서 urms/U의 최댓값은 0.10 정도였으나, 

와이어 부착 직후에 urms/U의 최댓값은 0.12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urms/U의 최댓값은 다시 0.10 정도로 

감소하여 천이를 일으킬 과도한 교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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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laminar boundary layer (0.5 mm wire, Rek=19.29) 

 

4.2.2. 와이어 부착 평판의 과촉진 결과 

과촉진(overstimulated)은 와이어로 인해 생성된 교란이 과도한 

경우로, 와이어가 난류로의 천이를 촉진시키지만 변동 성분이 일반

적인 난류 경계층의 값보다 크게 계측되는 경우이다. 와이어 직경

이 0.5 mm인 경우에는 과촉진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와이어 

직경이 1.0 mm 인 경우에 와이어 부착 위치 직후에서 변동 성분이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에 비해 크게 계측되었다. 과촉진이 발생한 

Rek=271.88 조건에서의 난류강도 결과를 선행연구들(Purtell et al., 

1981; Spalart, 1988; Wu & Moin, 2009; Jiang et al., 2020)과 비교하여 

Figure 4-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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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1.0 mm wire, Rek=271.88) 

 

Figure 4-14의 urms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 mm 직경의 와

이어를 부착한 직후인 x=0.55-0.65 m 위치에서 변동 성분의 값이 평

판 난류 경계층의 변동 성분의 값보다 크게 계측되었다. x=0.70 m 

이후에서는 교란의 영향이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감소하여 평판의 

난류 경계층 결과와 비슷한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과촉진이 된 경우의 평균 유속 결과를 Figure 4-15에 나타내었다. 

과촉진이 된 경계층의 평균 유속은 Spalding 식과 잘 일치하며, 평

균 유속의 결과로는 과촉진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1.0 mm 직경

의 와이어를 부착하였을 때, Rek=118.20, 164.85 조건에서는 x=0.51 m

에서 천이가 시작되고 x=0.55-0.60 m에서 과촉진이 확인되었다. 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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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16.24, 271.88로 증가함에 따라 과촉진이 확인되는 거리는 각각 

x=0.65, 0.70 m까지로 길어졌으며, 이는 높은 Rek에서 외란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Figure 4-15. Profiles of the streamwise mean velocity 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1.0 mm wire, Rek=271.88) 

 

난류 경계층과 과촉진이 된 경우의 횡방향 유속의 변동 성분(w’) 

결과를 Figure 4-16에 나타내었다. 횡방향 유속은 LDV 장비를 90도 

회전시켜 계측을 수행하였다. 



78 

 

 

Figure 4-16. Profiles of the span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1.0 mm wire, Rek=271.88) 

 

횡방향 유속의 변동 성분도 과촉진이 발생함에 따라 선행연구

들에 비해 큰 값을 가졌지만, 흐름방향의 변동 성분의 차이에 비해 

그 크기는 작았다. 횡방향 유속의 평균값은 0이고, 변동 성분만 존

재하기 때문에 도플러 신호의 크기가 흐름방향에 비해 작다. 벽면 

근처에서는 낮은 유속 조건과 센서의 잡음으로 인하여 횡방향 유

속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어, 흐름방향 유속 계측 결과에 

비해 벽면 근처 지점에서의 유속 계측이 불가능하였다. 

과촉진이 일어난 경우의 흐름방향과 횡방향 유속의 변동 성분

의 차이를 Spalart (1988)의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Table 



79 

 

4-1에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Diff.)는 식 (4-2)와 같이 

정의하였다. Spalart (1988)의 실험 결과는 DNS 해석의 검증용 데이

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Spalart (1988)의 결과와의 

차이를 정량화하였다. 

 

Diff. =
1

𝑁
∑

𝑑𝑎𝑡𝑎𝑖,𝐿𝐷𝑉−𝑑𝑎𝑡𝑎𝑆𝑝𝑎𝑙𝑎𝑟𝑡

𝑑𝑎𝑡𝑎𝑆𝑝𝑎𝑙𝑎𝑟𝑡
× 100 [%]𝑁

𝑖=1   (4-2) 

 

Table 4-1. The difference of urms and wrms with Spalart (1988)’s study (1.0 mm 

wire) 

Diff. Rex 

=2.65×105 

Rex 

=2.89×105 

Rex 

=3.13×105 

Rex 

=3.37×105 

Rex 

=3.61×105 

urms
+ +8.76% +15.14% +6.79% -2.47% -8.02% 

vrms
+ -0.09% +4.61% -3.03% -9.13% -9.72% 

 

Figure 4-14의 평판 난류 경계층의 흐름방향 변동 성분을 정량화

하였을 때, Rex=3.37×105, Rex=3.61×105에서 각각 –6.26%, -7.93%로 

Spalart (1988)의 결과에 비해서 작은 값이 계산되었다. 이러한 차이

는 실험이 수행된 실험 환경과 Re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하게 되며, Figure 4-14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서로 간의 편차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1에서 와이어가 부착되었을 때의 차이는 Rex=3.61×105에

서 –8.02%로 평판에서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의 값인 –7.93%와 

비슷하였다. 과촉진이 된 경우에는 변동 성분이 +15.14%까지 증가

하였으나, 후류로 진행됨에 따라 –8.02%로 다시 감소함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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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횡방향 유속의 변동 성분은 완전 발달된 난류경계층인 

Rex=3.61×105에서 Spalart (1988) 결과와의 차이는 –9.72%였다. 횡방

향 변동 성분은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에 비해 과촉진 상황에서 

증가폭이 14.33%로 흐름방향의 증가폭인 23.16%에 비해 작았으며,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더 짧은 거리에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와이어에 의해 발생한 교란은 흐름방향의 유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와이어의 2차원 형상에 의해 발달한 교란

의 특성으로 보인다. 

평판과 와이어 실험 결과를 종합한 표면마찰계수 결과를 Figure 

4-17에 나타내었다. 평판에서는 Rex가 2.7×105 이하에서 층류 경계

층이 형성되었으며, 3.3×105 이상에서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었다. 0.5, 

1.0 mm 직경의 와이어를 부착한 경우에는 Rex,wire가 각각 1.8×105, 

1.0×105 이상에서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Figure 4-17. Skin friction coefficients of flat plate and wir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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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의 천이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는 Rex에 따라 선형적인 기

울기를 가지는 반면에, 와이어 실험의 천이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

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지 않고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와이어가 부착된 위치 이후에 와이어에 의한 교란으로 천이

가 발생하기 때문에, 천이가 일어나는 Rex가 Rex,wire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Rex라도 Rex,wire보다 작은 경우에는 천이가 발

생하지 않지만 Rex,wire보다 큰 경우에는 천이가 발생하여 표면마찰

계수 결과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지 않고 분포하게 된다. 

0.5, 1.0 mm 직경의 와이어 실험에서 형성된 경계층의 특성을 

Figure 4-18에 정리하였다. 층류 경계층은 L, 천이영역은 T, 완전 발

달된 난류 경계층은 F, 재부착은 R, 과촉진은 O로 표시하였다. 와

이어가 부착되지 않은 평판에서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의 Diff.는 

Rex에 따라 –7.93%에서 –6.26%의 값을 가졌으며, 과촉진은 Diff.가 

–5%보다 큰 경우로 정의하였다. Dos Santos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모래 알갱이의 직경과 지그재그 띠의 형상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변동 성분의 차이가 큰 난류촉진장치

들에 대해 과촉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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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with 

the wire - (a): 0.5 mm wire, (b): 1.0 mm wire (L: laminar, T: transition, F: 

fully developed turbulent, R: reattachment, O: overstimulated) 

 

  



83 

 

4.3. 스터드 부착 경계층 계측 결과 

평판 실험에 사용된 평판에 전연으로부터 0.50 m 위치에 제원이 

다른 스터드를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터드가 부착됨에 따

라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으며, 스터드의 제원에 따른 천이 정

도를 분석하였다. 실험이 수행된 스터드의 제원에 대한 정보를 

Table 4-2에 나타내었다. 

 

Table 4-2. Principal dimensions of studs 

 Ds [mm] H [mm] Δz [mm] 

Stud 1 2.0 1.5 10 

Stud 2 2.0 1.5 20 

Stud 3 2.0 3.0 10 

Stud 4 3.0 1.5 10 

Stud 5 3.0 3.0 10 

Stud 6 3.0 3.0 20 

 

Stud 1은 기준 조건으로 z=0, 1/8Δz, 1/4Δz, 3/8Δz, Δz/2에 대한 u 계

측을 통해 xz 평면 상에서 스터드에 의한 streamwise streak의 생성 

과정과 경계층 유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Stud 2는 간격에 따른 천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으로, streamwise streak의 생성 정도에 관

련된 β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Stud 3에서는 높이에 따른 천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으로, 경계층 내의 교란 정도에 관련된 Rek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Stud 4는 지름에 따른 천이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한 실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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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스터드에 의한 경계층 내 유동 변화 

스터드 후류 영역의 흐름방향 평균 유속과 disturbance velocity를 

이용하여 유동장을 분석하였다. Disturbance velocity는 식 (4-3)과 같

이 정의되며, z 방향 위치의 평균 유속과의 편차를 나타내는 값이다. 

 

𝑈′ = 〈𝑈〉𝑡 − 〈𝑈〉𝑡𝑧   (4-3) 

 

Stud 1의 U=0.3 m/s에서 xz 평면 상의 흐름방향 유속을 계측하여

평균 유속과 disturbance velocity 결과를 Figure 4-19와 Figure 4-20에 

나타내었다. 

Figure 4-19의 3차원 그래프의 x 축은 스터드 부착 위치로부터의 

거리를 스터드 부착 위치에서의 Blasius의 경계층 두께로 무차원화

한 값이다. 스터드 중심 위치인 z=0 직후의 후류에서는 낮은 평균 

유속이 계측되었으며, 스터드의 옆으로는 스터드에 의해 막힌 유동

이 높은 유속으로 빠져나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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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The mean of streamwis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3 m/s) 

 

 

Figure 4-20. The disturbanc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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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의 평균 유속 결과에서 streamwise streak을 식별하고자 

Figure 4-20과 같이 disturbance velocity로 표현하였다. 스터드 중심 위

치인 z=0에서는 스터드로 인해 유동이 막혀 (x-xs)가 4δ까지는 낮은 

유속이 생성되나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스터드 옆으로 빠져나가는 

높은 유속이 모임에 따라 high speed streak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x-xs)=6δ 이후의 z=0 위치에서는 high speed streak이 생성되었고, 

z=Δz/2 위치에서는 low speed streak이 생성되었다.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x-xs)=15δ 이후에는 streamwise streak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ransson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스터드 직후의 위치에서 스터

드에 의해 유속이 감소하는 defect velocity 영역이 확인되고,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스터드 좌우로 높은 유속으로 빠져나간 유동이 모

이며 high speed streak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U=0.5 m/s에서의 평균 유속과 disturbance velocity의 결과를 Figure 

4-21과 Figure 4-22에 나타내었다. 유입류 유속과 Rex가 증가하여 난

류로의 천이가 발생함에 따라 Figure 4-21에서 Blasius의 경계층 두

께로 무차원화하였을 때, u/U 값이 Figure 4-19에 비해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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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The mean of streamwis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5 m/s) 

 

 

Figure 4-22. The disturbanc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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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의 disturbance velocity 결과에서는 Figure 4-20과 유사하

게 스터드 직후의 (x-xs)=5δ 까지는 스터드에 의해 유동이 교란되었

으며, 유속과 Rex가 증가함에 따라 Figure 4-20에 비해 교란의 정도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란된 유동이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streamwise streak

의 세기는 Figure 4-20에 비해 약해졌는데, 이는 층류 경계층과 난류 

경계층 내의 난류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차이인 것으로 보

인다. 층류에 비해 난류는 경계층 내의 난류에너지의 값이 크고, 

high speed streak과 low speed streak 간의 혼합(mixing)과 소산

(dissipation) 과정을 통해 등방성을 가지는 유동으로 발달하게 된다. 

층류에 비해 난류에너지가 큰 난류에서는 혼합과 소산 과정이 활

발하게 일어나 난류에서의 streamwise streak 세기는 감소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난류 경계층이 발달한 스터드 조건에서 Rex가 평균 유속과 

disturbance velocity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U=0.7 m/s의 결

과를 Figure 4-23과 Figure 4-24에 나타내었다. 

유속과 Rex가 증가함에 따라 Figure 4-24에서 스터드 직후의 유동 

교란 정도는 Figure 4-22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streamwise streak의 세

기와 streamwise streak이 차지하는 후류 영역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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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The mean of streamwis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7 m/s) 

 

 

Figure 4-24. The disturbance velocity behind stud (Stud 1, U=0.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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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스터드 중심 위치인 z=0에서 Stud 1

의 u+결과를 Rek에 따라 Figure 4-25에 나타내었다. Figure 4-25에서 

스터드의 높이는 동일하지만 예인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터드 높

이를 지나는 유속이 증가하여 Rek가 증가하게 된다. 

선행연구와 비슷하게 Figure 4-25에서 defect velocity 영역과 고속 

흐름띠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터드가 부착된 지점에서부터

의 거리를 스터드의 지름으로 무차원화하여 범례에 추가로 표시하

였다. 스터드 직후의 defect velocity 영역(x=0.51 m, z=0)에서는 스터드

에 의해 유속이 감소하여 Blasius solution보다 낮은 평균 유속이 계

측되었다. 

Figure 4-25 (a)에서는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고속흐름띠가 생성되

어 Blasius solution보다 유속이 높은 영역이 x=0.60 m (50Ds)까지 확인

되었다. 벽면 근처에서 스터드로 인한 고속흐름띠가 생성되었지만, 

낮은 Rex와 Rek 조건으로 인해 난류로의 천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Figure 4-25 (b)와 (c)에서는 높은 Rek로 인해 스터드로 인한 defect 

velocity 영역에서의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고, 고속흐름띠의 생성으

로 인한 벽면 근처 유속이 증가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난류 경계층에서 Spalding 식보다 유속이 빠른 고속흐름띠 영역을 

분석하면, Figure 4-25의 (b)에서는 x=0.55 m(25Ds), (c)에서는 x=0.60 

m(50Ds)로 Rek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흐름띠가 길게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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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Profiles of the streamwise mean velocity (Stud 1) - (a): 

Rek=172, (b) Rek=365, (c) Rek=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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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에는 Rek=365, 596인 경우의 난류강도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ure 4-26.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Stud 1) - (a): Rek=365, (b) Rek=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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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스터드에 의해 증가된 난류강도는 점차 

감소하여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의 변동성분 결과와 유사하였다. Rek

가 365에서 596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에 가까

워지는 후류의 위치는 Figure 4-26 (a)에서는 37.5D였으나, Figure 4-26 

(b)에서는 62.5D로 증가하였다. Dos Santos et al. (2020)의 연구에서도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와 Rek가 증가함에 따라 난류촉진장치에 의한 

외란으로 난류 강도가 증가하며, 외란이 감쇠되어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과 유사해지기 위해서는 더 큰 회복 거리(recovery length)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3.2. 스터드의 간격이 천이에 미치는 영향 

Stud 1과 Stud 2는 스터드 사이의 간격이 각각 10, 20 mm이다. 스

터드 직후의 defect velocity 영역과 고속흐름띠가 형성되는 z=0 위치

에서의 흐름방향 경계층 발달과정을 Figure 4-27에 나타내었다. 

 

Figure 4-27. Mean streamwise velocity of the boundary layer (Stud 1 and 

Stud 2, Rek=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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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 1과 Stud 2의 높이는 1.5 mm로 동일하며, x=0.50 m 위치에 스

터드 배열이 설치되었다. x=0.51 m 위치에서의 평균 유속 결과는 

Blasius solution에 비해 감소하는 defect velocity 영역이 확인되었다. 

Stud 1과 Stud 2의 defect velocity 영역에서의 속도 감소량은 유사하나,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고속흐름띠의 유속이 Stud 2에서 더 크게 증

가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Figure 4-28에는 Rek=172에서 Stud 1과 Stud 2의 결과를 종합하여 

Blasius solution과 비교하였다. Streamwise streak의 생성이 최대가 되

는 β는 선행연구들에서 0.45 근처로 연구되었으며, Stud 1의 β 값은 

0.925이며, Stud 2의 β 값은 0.462이다. 

Stud 1에서는 고속흐름띠가 생성되나 진폭이 작아 후류로 진행

함에 따라 다시 안정화되는 재부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Stud 2에서는 

Stud 1과 defect velocity 영역은 유사하나, 고속흐름띠의 진폭이 Stud 

1에 비해 증가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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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8. Profiles of the streamwise mean velocity (Rek=172) - (a): 

Stud 1 (β=0.925) (b) Stud 2 (β=0.462) 

 

스터드의 간격이 난류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Stud 1과 

Stud 2 모두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된 Rek=365에서 난류강도 결과를 

Figure 4-29에 나타내었다. Figure 4-28의 결과와 β 값이 상이한 이유

는 예인속도가 증가하여 Rek와 β 값이 모두 변화하기 때문이다. 

Stud 2의 β 값이 0.358으로 Stud 1의 β값인 0.716보다 0.45에 더 가까

우며, Stud 2의 실험에서 streamwise streak의 생성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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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9.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Rek=365) - 

(a): Stud 1 (β=0.716) (b) Stud 2 (β=0.358) 

 

Figure 4-29에서 동일한 Rek 조건이라도 스터드의 간격과 관련된 



97 

 

β가 변화함에 따라 후류에서의 난류강도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x=0.51 m 위치의 스터드가 부착된 높이 근처에서 스터드에 

의한 외란으로 난류강도가 증가하였으며,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난

류 강도는 점차 감소하여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의 분포와 유사해

졌다. Figure 4-27 (a)에서 스터드 높이 위치의 난류강도가 수렴되기 

위해서는 Figure 4-27 (b)에 비해 더 긴 거리가 필요하였다. 이는 β값

이 0.45에 가까운 Stud 2 결과에서 streamwise streak의 생성이 강화되

어 변동 성분이 아닌 2D spanwise wave에 의한 교란이 천이에 주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에 따라 균일한 유동 

구조인 streamwise streak에 의해 등방성이 강화되며, 변동 성분의 영

향보다는 평균 유속의 변화로 인해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기 때

문에 Stud 2의 난류강도는 Stud 1에 비해 일반적인 난류 경계층의 

값으로 더 빨리 수렴하였다. 

 

4.3.3. 스터드의 높이가 천이에 미치는 영향 

Stud 1 과 Stud 3 의 스터드 높이는 각각 1.5, 3.0 mm 이다. 스터드 

직후의 defect velocity 영역과 고속흐름띠가 형성되는 z=0 

위치에서의 흐름방향 경계층 발달과정을 Figure 4-30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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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0. Mean streamwise velocity of the boundary layer (β=0.925) 

– (a): Stud 1, (b): Stud 3 

 

Stud 1 과 Stud 3 의 스터드 간의 간격은 10 mm 로 동일하며, 

x=0.50 m 위치에 스터드 배열이 설치되었다. Figure 4-30 에서 

스터드의 높이가 증가하여 경계층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xy 평면 상에서 defect velocity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Stud 3 조건에서 스터드에 의한 교란으로 인해 

경계층 내 유동의 변화가 커지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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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에는 β=0.925에서 Stud 1과 Stud 3의 결과를 종합하여 

Blasius solution 과 비교하였다. Stud 1 의 Rek 값은 172 이며, Stud 3 의 

Rek 값은 640이다. 스터드의 높이와 경계층 두께의 비율은 Stud 1과 

Stud 3 에서 각각 0.2δ, 0.4δ로 스터드의 높이가 클수록 defect velocity 

영역에서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였다. 

 

Figure 4-31. Profiles of the streamwise mean velocity (β=0.925) - (a): 

Stud 1 (Rek=172) (b) Stud 3 (Rek=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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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 1 에서는 고속흐름띠가 생성되나 진폭이 작아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다시 안정화되는 재부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예인속도가 증가하여 Rex 와 Rek 의 값이 큰 경우에는 고속흐름띠가 

후류로 길게 형성됨에 따라 과촉진 현상이 확인되었다. 

스터드의 높이가 난류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Stud 

1 과 Stud 3 모두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된 β=0.716 에서 난류강도 

결과를 Figure 4-32 에 나타내었다. Stud 1 의 Rek 값은 365 이며, Stud 

2 의 Rek 값은 1269 이다. 

Figure 4-32 에서 스터드 직후인 x=0.51 m 위치에서 난류강도의 

최댓값이 발생하는 y 방향 위치는 스터드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Figure 4-32 의 (b)에서는 스터드 높이가 증가하여 경계층 

내의 교란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난류강도의 최댓값의 크기도 

증가하였으며, 후류에서 과촉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Blasius solution 의 경계층 두께와 비교하였을 때 Stud 

1 과 Stud 3 의 스터드 높이는 0.26δ, 0.51δ 에 해당하며, 경계층 

내에서 스터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스터드가 

경계층 내의 유동을 크게 교란시킬 경우에는 변동 성분이 

증가하고 불규칙적인 에디나 와류가 생성되어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기 때문에, 난류로의 천이는 촉진되나 후류에서 과촉진 

영역이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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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2.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β=0.716) - 

(a): Stud 1 (Rek=365) (b) Stud 2 (Rek=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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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스터드의 제원에 따른 외란 특성 

Stud 1, Stud 2, Stud 3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여 스터드의 제원에 

따른 외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균 유속 분포 결과는 Blasius 

solution 과의 차이를 정량화하여 Figure 4-33 에 나타내었다. 

 

 

Figure 4-33. Difference of Blasius solution and mean streamwise 

velocity (Rex=1.56×105-2.60×105) 

 

Diff.-Blasius 의 값이 클수록 층류 경계층과의 차이가 큼을 

뜻하며, 층류보다는 천이영역 혹은 난류 경계층에 가까운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난류 경계층 내의 평균 속도는 전단 속도의 

영향을 받는데 Blasius solution 은 전단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Diff.-Blasius 값으로 난류 경계층과의 유사성을 

정량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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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Rex 조건에서의 Blasius solution 과의 차이인 Figure 4-33 의 

결과를 살펴보면, 스터드 부착 위치인 0.50 m 이후에 Stud 1, Stud 2, 

Stud 3 모두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평판은 0.65 m 이후에 

자연적인 천이로 인해 층류 경계층과의 차이가 증가하였으나, 

스터드에 의한 인위적인 외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격한 천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완전 발달한 난류 경계층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alart (1988)의 실험 결과와 난류강도를 정량화하여 Figure 4-34 에 

나타내었다.  

 

 

Figure 4-34. Difference of Spalart (1988) and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Rex=1.56×105-2.60×105) 

 



104 

 

자연적으로 발달한 평판 난류 경계층에서 Diff.-Spalart 의 값은  

-8% 정도였으며, 이는 실험이 수행된 환경과 Rex 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평판 난류 경계층에 대한 

보정치 상수인 Cflat plate 를 더하여 막대의 높이가 0 에 가까울수록 

자연적으로 발달한 난류 경계층에 가깝도록 설정하였다. 

스터드가 부착된 x=0.50 m 위치에서 Stud 1, Stud 2, Stud 3 의 Diff.-

Spalart 의 값은 크게 증가하였다가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스터드의 높이가 큰 Stud 3 조건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난류강도의 차이는 

감소하였다. 스터드 실험 결과만을 비교하여 과촉진 영역을 

판별하였을 때, 후류에서 과촉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Stud 2 가 

가장 작았으며, Stud 3 에서 가장 컸다.  

평판에서는 x=0.60 m 이전에는 층류 경계층이 형성되고, 0.65 m 

이후에는 천이영역이 확인되었는데,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Spalart (1988)의 실험결과와 차이가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층류, 천이영역, 난류 경계층의 난류강도의 분포 

형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Figure 4-35 에는 평판의 층류 경계층과 

Spalart (1988)의 난류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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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5. Profiles of the streamwise turbulence intensity (flat plate, 

Rex=1.56×105-2.60×105) 

 

층류 경계층이 형성된 평판에서 Figure 4-34 의 Diff.-Spalart 의 

값이 작은 이유는 y+에 따라 Spalart (1988)의 실험결과보다 작은 

영역과 큰 영역이 함께 존재하여 차이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면 

0 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Diff.-Spalart 값은 난류 

경계층에서의 과촉진 판별은 가능하지만, 층류 경계층과 

천이영역에 대해서는 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Blasius solution 과 Spalart (1988)의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경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Stud 2 와 Stud 3 의 난류촉진 과정을 

Figure 4-36 에 나타내었다. Stud 2 에서는 스터드 사이의 간격에 관한 

함수인 β 가 0.45 에 가까운 조건으로, streamwise streak 의 진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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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spanwise 2D wave 의 생성에 의한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시간에 따라 균일한 유동 구조가 형성되어 스터드의 

교란으로 인한 과촉진 영역은 감소하였다. Stud 3 에서는 스터드 

높이에 관한 함수인 Rek 가 큰 조건으로, 경계층 내 유동의 

직접적인 교란으로 인해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고 불균일한 

외란에 의해 난류강도가 증가하여 과촉진 영역이 증가하였다. 

 

 

Figure 4-36. The path to the transition of Stud 2 and Stud 3 

 

Figure 4-37 에는 평판과 스터드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표면마찰계수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판의 천이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는 Rex 에 따라 선형적인 기울기를 가지는 반면에, 

스터드 실험의 천이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지 않고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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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7. Skin friction coefficients of flat plate and stud results 

 

천이가 일어나는 Rex의 값은 평판에서 2.7×105의 값을 가졌으나, 

Stud 1, Stud 2, Stud 3 에 대해 각각 1.42×105, 1.13×105, 1.16×105 로 

감소하였다. 스터드 실험의 천이 영역에서 표면마찰계수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지 않고 분포하였는데, 이는 스터드가 부착된 위치 

이후에 스터드에 의한 교란으로 천이가 발생하여 Rex 가 Rex,stud 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터드에 의한 교란이 층류 경계층 내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천이가 촉진됨에 따라 평판에 비해 천이 

영역이 차지하는 Rex의 구간이 짧아졌다. 

스터드 실험에서 확인된 경계층 유동의 특성을 Figure 4-38 에 

정리하였다. 층류 경계층은 L, 천이영역은 T, 완전 발달된 난류 

경계층은 F, 재부착은 R, 과촉진은 O 로 표시하였다. 스터드 제원에 



108 

 

따른 천이 정도, 난류 경계층과 과촉진이 차지하는 영역을 

확인하였다. 

 

 

Figure 4-38.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y layer on a flat plate with 

the stud - (a): Stud 1, (b): Stud 2, (c): Stud 3 (L: laminar, T: transition, F: 

fully developed turbulent, R: reattachment, O: overst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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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른 천이 정도 

앞선 4.2장과 4.3장에서는 와이어와 스터드로 인한 평판 경계층

의 교란과 이에 따른 천이 과정을 평균 유속과 난류 강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4.4장에서는 실험계획법을 통해 선정된 모든 실험

조건들에 대해 난류촉진장치의 제원이 천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려 한다. 

실험계획법의 회귀분석에서는 실험의 주결과인 y에 대해 각 변

수들인 xi의 주효과와 교호작용을 식 (4-4)와 같이 회귀 방정식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𝑦 = 𝛽0 + 𝛽1𝑥1 + 𝛽2𝑥2 + 𝛽3𝑥3 + 𝛽4𝑥1𝑥2 + ⋯ + 𝛽7x1𝑥2𝑥3 (4-4) 

 

본 연구에서 실험의 주결과인 y는 천이가 일어나는 최소 Rex인

Recrit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와이어의 제원은 직경만 존재하

여 식 (4-5)와 같이 2수준 1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𝑅𝑒𝑐𝑟𝑖𝑡 = 𝛽0,𝑤 + 𝛽1,𝑤𝐷𝑤   (4-5) 

 

스터드는 3차원 형상으로 인하여 직경, 높이, 간격에 대한 2수

준 3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조건의 실험을 수행

하여 주효과 3가지와 교호작용 3가지에 대한 계수를 분석하려 한

다. 스터드의 간격을 역수로 설정하면, 스터드의 면적과 관련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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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식 (4-6), 식 (4-7)과 같이 회귀 분석 식

을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𝑅𝑒𝑐𝑟𝑖𝑡 = 𝛽0 + 𝛽1𝐷𝑠 + 𝛽2𝐻 + 𝛽3𝛥𝑧 + 𝛽4𝐷𝑠𝐻 + 𝛽5𝐷𝛥𝑧 + 𝛽6𝐻𝛥𝑧 (4-6) 

𝑅𝑒𝑐𝑟𝑖𝑡 = 𝛽0 + 𝛽1𝐷𝑠 + 𝛽2𝐻 + 𝛽3
1

𝛥𝑧
+ 𝛽4𝐷𝑠𝐻 + 𝛽5

𝐷

𝛥𝑧
+ 𝛽6

𝐻

𝛥𝑧
 (4-7)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실험결과와의 오차가 적도록 7개의 계

수를 도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른 최소 Recrit 결과는 Table 4-3에 나타내었다. 평판에서의 최소 

Recrit은 2.723×105이다. 

 

Table 4-3. Minimum Recrit of all turbulence stimulators 

 Dw [mm] Ds [mm] H [mm] Δz [mm] Recrit×10
5 

Wire 1 0.5 - - - 1.850 

Wire 2 1.0 - - - 1.044 

Stud 1 - 2.0 1.5 10 1.415 

Stud 2 - 2.0 1.5 20 1.231 

Stud 3 - 2.0 3.0 10 1.160 

Stud 4 - 3.0 1.5 10 1.297 

Stud 5 - 3.0 3.0 10 1.218 

Stud 6 - 3.0 3.0 20 1.143 

 

Table 4-3의 결과를 이용하여 회귀 방정식인 식 (4-5)-식 (4-7)의 

계수들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하면, 와이어와 스터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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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식 (4-8)-식 (4-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소자승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Dw, Ds, H, Δz의 변수들은 최댓값으로 나누어 변수

의 입력값의 최대가 1이 되도록 정규화 하였으며, Recrit은 105을 나

누어 계수들을 추출하였다. 

 

𝑅𝑒𝑐𝑟𝑖𝑡 = (2.656 − 1.612𝐷𝑤) × 105   (4-8) 

𝑅𝑒𝑐𝑟𝑖𝑡 = (
2.5258 − 0.8065𝐷𝑠 − 1.4823𝐻 − 0.5357Δ𝑧 + 1.056𝐷𝑠𝐻

−0.1509𝐷𝑠Δ𝑧 + 0.5366𝐻Δ𝑧
) ×

105 (4-9) 

𝑅𝑒𝑐𝑟𝑖𝑡 = (
1.5631 − 0.5554𝐷𝑠 − 0.9957𝐻 + 0.6949

1

Δ𝑧
+ 1.056𝐷𝑠𝐻

−0.3266
𝐷𝑠

Δ𝑧
− 0.2183

𝐻

Δ𝑧

) ×

105 (4-10) 

 

식 (4-9)와 식 (4-10)에서 주효과와 교호작용 계수의 부호를 통

해 각 변수들이 Recri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주효과 계수들 중에서는 스터드의 높이에 관한 주효과 계수 값이 

식 (4-9)와 식 (4-10)에서 가장 컸으며, 이는 스터드의 높이가 난류

로의 천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터드의 간격을 역수로 설정함에 따라 식 (4-9)와 식 (4-10)에

서 스터드 간격의 주효과 계수 부호는 반대가 되었으며, 식 (4-10)

에서 면적과 관련된 스터드 간격의 교호작용 계수는 음의 값을 가

졌으나 다른 계수들에 비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라 최소 Recrit을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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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Table 4-3의 난류촉진장치의 제원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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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계측 결과 

1.2 m 길이 평판의 전연으로부터 1.1 m 위치에 와이어와 스터드

를 부착하고, 각 난류촉진장치들이 부착됨에 따라 증가하는 유해항

력을 계측하였다. 와이어의 직경은 1 mm, 2 mm에 대해 실험을 수행

하였고, 스터드는 직경 2 mm, 간격은 20 mm로 고정하고, 1.5, 2.0, 3.0 

mm의 높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평판의 높이는 0.8 m이며, 수심을 조절하며 실험

을 수행하였다. 평판 예인 시에는 Figure 4-39와 같이 평판의 저항 

성분 영역을 분리할 수 있다. Region 1에서는 자유수면으로 인해 유

동이 교란되어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하며, Region 3에서는 평판의 

바닥 형상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여 순수한 표면마찰저항은 

Region 2에서 계측이 가능하다. 

 

 

Figure 4-39. Conceptual view of regional decomposition of flat plat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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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의 표면마찰저항만을 계측하기 위해서 수심을 변화하여 

Region 1과 Region 3의 저항을 제외하고 Region 2의 표면마찰저항만

을 추출하였다. Figure 4-40과 같이 흘수를 변화시키더라도 자유수면

과 바닥 형상이 영향을 미치는 Region 1과 Region 3의 영역은 일정

하기 때문에, 수심 변화에 따른 Region 2의 표면마찰저항 변화를 식

별할 수 있다. 

 

Figure 4-40. Region of flat plate resistance with change of draft 

 

흘수 변화에 따라 마찰저항의 차이가 등차적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 마찰저항계수를 분리하여 층류, 난류, ITTC-1957 모형선-

실선 상관곡선 식과 비교하였다. 각각의 마찰저항계수 식은 식 (4-

11)-(4-13)과 같다. 

 

𝐶𝐹,𝐿𝑎𝑚𝑖𝑛𝑎𝑟 =
1.328

√𝑅𝑒𝐿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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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𝐹,𝑇𝑢𝑟𝑏𝑢𝑙𝑒𝑛𝑡 =
0.074

𝑅𝑒𝐿
0.2   (4-12) 

𝐶𝐹,𝐼𝑇𝑇𝐶 =
0.075

(log10 𝑅𝑒𝐿−2)2
   (4-13) 

 

수심(H)에 따른 평판과 와이어 부착 평판의 저항 계측 결과를 

Figure 4-41에 나타내었다. 

 

 

Figure 4-41. Parasitic drag of wire and skin friction coefficients 

 

ReL<6×105에서는 층류와 천이 영역이 발달함에 따라 난류촉진장

치의 유해항력 성분의 식별이 힘들어, ReL>8×105 범위의 실험 결과

를 이용하여 유해항력 성분을 분석하였다. 평판과 와이어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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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결과는 난류와 ITTC-1957 모형선-실선 상관곡선 식에 비해 큰 

값이 계측되었는데, 이는 Figure 4-39의 Region 1과 Region 3의 자유

수면과 평판 끝단 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저항이 발생하였기 때문

이다. 

난류촉진장치로 인해 증가된 유해항력 성분은 식 (1-47)과 식(1-

48)을 이용하여 평균 동압력과 관련된 속도 제곱 성분으로 무차원

화하였다. 난류촉진장치의 형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항은 압력에 

의한 영향이 대부분이므로 평균 동압력을 이용하여 무차원화하였

을 때 Re, 난류촉진장치의 높이와 경계층 두께의 비율이 변화하더

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 분포함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와이어 형상저항 계측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CD가 1.25-1.35 범

위 내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Figure 4-41의 결과를 이용하여 CD를 

계산하면 1 mm 직경의 와이어에서는 1.23-1.37, 2 mm 직경의 와이어

에서는 1.27-1.36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수심에 따른 평판과 스터드 부착 평판의 저항 계측 결과를 

Figure 4-42에 나타내었다. Figure 4-41의 와이어에 비해 스터드가 차

지하는 표면적이 작아, 와이어에 비해 유해항력 성분이 작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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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2. Parasitic drag of stud and skin friction coefficients 

 

본 연구에서 계측된 유해항력 계측 결과와 Sakamoto et al. (1982)

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Figure 4-43에 표시하였다. 

 

Figure 4-43. Parasitic drag of stud – present study (blue) and Sakamoto 

et al.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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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δ가 0.2 이하에서는 벽면 근처의 정체점에 의한 저항 증가 영

향이 크기 때문에 CD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h/δ가 1.0 이상

에서는 경계층 밖으로 스터드가 노출됨에 따라, 경계층 외부의 빠

른 유속에 의한 저항 증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CD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난류촉진장치 유해항력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시험에서 난

류촉진장치의 저항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난류촉진장치가 부착됨

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항력은 스터드와 와이어에 대해 각각 식 

(4-14), 식 (4-15)와 같다. 

 

𝐷𝑠𝑡𝑢𝑑 =
1

2
𝜌𝐻𝐷𝑠𝑛𝐶𝐷,𝑠𝑡𝑢𝑑 ∫ 𝑢(𝑦)2𝑑𝑦

𝐻

0
  (4-14) 

𝐷𝑤𝑖𝑟𝑒 =
1

2
𝜌𝐷𝑤𝐵𝐶𝐷,𝑤𝑖𝑟𝑒 ∫ 𝑢(𝑦)2𝑑𝑦

𝐷𝑤

0
  (4-15) 

 

식 (4-14)의 n은 스터드의 개수, 식 (4-15)의 B는 와이어가 설치

된 폭 방향의 길이이다. 식 (4-14)와 식 (4-15)를 비교하면, 대부분

의 변수가 동일하며 단위 폭(b)당 유해항력인 식 (4-16)과 식 (4-17)

로 정리할 수 있다. 

 

𝐷𝑠𝑡𝑢𝑑 =
1

2
𝜌𝑏𝐶𝐷,𝑠𝑡𝑢𝑑 ∫ 𝑢(𝑦)2𝑑𝑦

𝐻

0
×

𝐻𝐷𝑠

𝛥𝑧
  (4-16) 

𝐷𝑤𝑖𝑟𝑒 =
1

2
𝜌𝑏𝐶𝐷,𝑤𝑖𝑟𝑒 ∫ 𝑢(𝑦)2𝑑𝑦

𝐷𝑤

0
× 𝐷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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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의 개수는 스터드 간의 간격을 이용하여 단위 폭당 스터

드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스터드의 형상저항은 스터드의 높

이, 지름, 간격에 의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와이어의 형상저항

은 와이어의 지름에 의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측된 CD,wire는 1.23-1.37 범위 내에 분포하였으며, 

CD,stud는 0.78-0.91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유해항력 계수의 측면에

서 스터드가 와이어에 비해 유리하며, 경계층 내에 차지하는 표면

적도 스터드가 더 작아 모형시험 결과에 더 작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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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한 실선 성능 추정 

난류촉진장치를 모형선에 부착하여 실선에서 형성되는 난류 유

동을 모사할 수는 있지만, 실선과 모형선의 기하학적 상사가 달라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난류촉진장치의 형상저항과 마찰저항

의 변화는 추가적인 유해항력으로 모형시험 결과에 계측되게 된다.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한 실선 성능 추정 방법과 국제수

조회의 권고안에 따른 실선 성능 추정 방법을 비교하려 한다. 

국제수조회의 권고안에 따른 실선 성능 추정 방법은 2차원 외

삽법과 3차원 외삽법이 있으며, 2차원 외삽법과 3차원 외삽법을 적

용한 실선의 총 저항계수는 식 (4-18)-(4-19), 식 (4-20)-(4-21)과 같다. 

 

𝐶𝑇𝑆 = 𝐶𝐹𝑆 + Δ𝐶𝐹 + 𝐶𝐴 + 𝐶𝑅 + 𝐶𝐴𝐴𝑆  (4-18) 

𝐶𝑇𝑀 = 𝐶𝐹𝑀 + 𝐶𝑅    (4-19) 

𝐶𝑇𝑆 = (1 + 𝑘)𝐶𝐹𝑆 + Δ𝐶𝐹 + 𝐶𝐴 + 𝐶𝑊 + 𝐶𝐴𝐴𝑆 (4-20) 

𝐶𝑇𝑀 = (1 + 𝑘)𝐶𝐹𝑀 + 𝐶𝑊   (4-21) 

 

2차원 외삽법과 3차원 외삽법의 차이는 형상계수인 k를 이용하

여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결과를 잉여저항과 조파저항으로 저항을 

분리하는 차이가 있다. 2차원 외삽법에서는 공기저항을 제외한 저항 

성분은 마찰저항과 잉여저항으로 분리한다. 위의 식들에서 CTS는 

실선의 총 저항계수이며, CFS는 실선의 마찰저항계수, CFM은 모형선

의 마찰저항계수, CR은 잉여저항계수, CW는 조파저항계수이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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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A, CAAS, ∆CF는 모형시험 이후 계산되는 값으로, 각각 모형선-실

선 보정계수, 공기저항계수, 거칠기 보정계수이다. 거칠기 보정계수

와 모형선-실선 보정계수는 식 (4-22), 식 (4-23)과 같다. 

 

Δ𝐶𝐹 = 0.044 [(
𝑘𝑠

𝐿𝑊𝐿
)

1/3

− 10 ∙ 𝑅𝑒−1/3] + 0.000125 (4-22) 

𝐶𝐴 = (5.68 − 0.6 log10 𝑅𝑒𝑆) × 10−3   (4-23) 

 

거칠기 보정계수는 실제 모형선박의 도료나 외판의 거칠기에 

의한 보정이며, 모형선-실선 보정계수는 모형선과 실선의 축척 영

향에 관한 보정이다. 식 (4-23)을 살펴보면, 모형선-실선 보정계수는 

실선의 ReS 값만 사용되어 모형시험 시의 ReM이 고려되지 않아 축

척 영향이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 (4-

18)-(4-23)에서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과 모형시험에서 난류촉진

장치 전후의 층류/난류 영역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실선 성능 추정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마찰저항 CFS와 CFM 계산 시에는 식 (4-13)과 같은 ITTC-1957 

모형선-실선 상관곡선 식을 사용한다. 층류와 난류의 마찰저항계수

인 식 (1-16), 식 (1-24)를 적분한 결과인 식 (4-11), 식 (4-12)과 

ITTC-1957 모형선-실선 상관곡선 식을 Figure 4-4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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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4. Skin friction coefficients of ITTC-1957 line, laminar and 

turbulent 

 

ITTC-1957 식은 모형시험이 주로 수행되는 105<ReL<108 범위에

서 난류와 비슷한 값을 가지며, ReL=106 이하에서는 난류와 층류의 

마찰저항에 비해 큰 값을 가진다. 모형선의 선수부에 층류가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낮은 ReL 조건의 모형시험에서 ITTC-1957 식을 

사용하면, 실제 현상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외삽법에 대해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

을 고려한 모형시험 결과의 분석과 실선 성능 추정 방안을 제시하

려 한다. 식 (4-18)에서 거칠기 보정계수와 공기저항계수는 난류촉

진장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실선의 총 

저항계수 계산 시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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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9)에서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저항 성분은 마찰저항과 잉

여저항으로 분리하게 되는데, 모형시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결정된 

잉여저항 값은 실선의 총 저항계수 결과에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

에 정확한 잉여저항 값의 추출이 필요하다.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저항 성분에서 층류와 난류 유동에 의한 마찰저항과 난류촉진장치

의 유해항력을 고려하여 모형시험 결과 분석과 실선 성능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ITTC의 권고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에서는 모형시험 결과의 

분석 시에 모형선 주위에 난류 유동이 발달하였다고 가정하였으므

로 식 (4-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𝐶𝑇𝑀 = 𝐶𝐹𝑀,𝑇𝐹 + 𝐶𝐹𝑀,𝑇𝐵 + 𝐶𝑅,𝐼𝑇𝑇𝐶  (4-24) 

 

CFM,TF는 난류촉진장치 부착 이전에 난류가 발달한 영역의 마찰

저항이며, CFM,TB는 난류촉진장치 부착 이후에 난류가 발달한 영역

의 마찰저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촉진장치 전후로 층류, 난류가 발달하고 난

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이 고려하여,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총 저항

을 식 (4-25)와 같이 표현하였다. 

 

𝐶𝑇𝑀 = 𝐶𝐹𝑀,𝐿𝐹 + 𝐶𝐹𝑀,𝑇𝐵 + 𝐶𝐷,𝑠𝑡𝑢𝑑 + 𝐶𝑅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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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LF는 난류촉진장치 부착 이전에 층류가 발달한 영역의 마찰

저항이며, CD,stud는 스터드로 인한 유해항력이다. 

CFM,LF와 CFM,TF는 난류촉진장치 부착 이전의 침수표면적(S0.05L)을 

이용하여 식 (4-26), 식 (4-27)과 같이 계산된다. 

 

𝐶𝐹𝑀,𝐿𝐹 =
1.328

√𝑅𝑒0.05𝐿
×

𝑆0.05𝐿

𝑆
   (4-26) 

𝐶𝐹𝑀,𝑇𝐹 =
0.075

(log10 𝑅𝑒0.05𝐿−2)2 ×
𝑆0.05𝐿

𝑆
  (4-27) 

 

스터드의 유해항력은 난류촉진장치 부착 위치에서의 u/U를 이

용하여 식 (4-16)을 계산하였으며 u/U는 Blasius solution의 값을 사용

하였다. Figure 4-43의 h/δ 값에 따른 스터드의 유해항력 계수 값을 

적용하였다. 계산된 스터드의 유해항력은 침수표면적을 이용하여 

무차원화하여 식 (4-25)에 사용하였다. 

기존의 ITTC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차이를 Figure 

4-4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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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5. Comparison of ITTC method and the present study's method 

 

동일한 모형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모형선 주위의 층류/난류 유

동과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을 고려함에 따라 잉여저항의 값이 

달라지게 된다. 잉여저항의 차이는 (CFM,TF-CFM,LF-CD,stud)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실선의 총 저항계수에 그대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선 총 저항계수 CTS와 국제수조회의 권고

안을 따른 실선 총 저항계수 CTS,ITTC를 실제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세 기관의 KCS 저항시험 결과가 사용되었으며, 

각 기관의 모형선 축척비와 스터드 제원은 다음과 같다.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에서는 축척비가 1/31.6 (L=7.2785 m)인 모형선을 사용하였으

며, 스터드 직경은 1.5 mm, 스터드 높이는 2 mm, 스터드 사이의 간

격은 10 mm였다 (Kim et al., 2001). 일본의 Ship Research Institute (SRI)

에서도 축척비가 1/31.6인 모형선을 사용하였으며, 스터드 직경은 

1.5 mm, 스터드 높이는 1.5 mm, 스터드 사이의 간격은 10 mm였다 

(Fujisawa et al., 2000). 서울대학교 예인수조(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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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ing Tank, SNUTT)에서는 축척비 1/57.5 (L=4.0 m)인 모형선을 사용

하였으며, 스터드 직경은 2 mm, 스터드 높이는 2 mm, 스터드 사이

의 간격은 6 mm였다. 모든 기관에서 스터드는 5% 위치와 구상선수

의 중앙에 2열로 부착되었다. 

각 기관들의 모형시험 결과를 Table 4-4에 나타내었다. 

 

Table 4-4. Model test results of KCS model ship 

 Scale Fr ReM CTM 

(1) KRISO 1/31.6 0.26 1.400×107 3.557×10-3 

(2) SRI 1/31.6 0.26 1.362×107 3.534×10-3 

(3) SNUTT 1/57.5 0.26 5.703×106 4.055×10-3 

 

ITTC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마찰저항계수, 잉여저항계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마찰저항계수, 스터드 유

해항력, 잉여저항계수을 Table 4-5에 나타내었다. 

 

Table 4-5. Comparison of residual resistance coefficients 

 CFM,TF+CFM,TB CR,ITTC CFM,LF+CFM,TB CD,stud CR 

(1) KRISO 2.832×10-3 0.725×10-3 2.685×10-3 1.757×10-5 0.854×10-3 

(2) SRI 2.845×10-3 0.689×10-3 2.698×10-3 1.303×10-5 0.823×10-3 

(3) SNUTT 3.316×10-3 0.740×10-3 3.156×10-3 7.270×10-5 0.827×10-3 

 

ITTC 권고안을 따른 방법에 비해 잉여저항계수의 값은 전반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기관의 실험결과 간의 잉여저항계수 편차의 



127 

 

최댓값은 0.051×10-3에서 0.031×10-3로 감소하였다. 

Table 4-5에서 구한 잉여저항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실선의 총 

저항계수 결과를 Table 4-6에 나타내었다. 

 

Table 4-6. Full scale prediction results 

 CTS,ITTC CA CTS,ITTC+CA CTS 

(1) KRISO 2.139×10-3 4.263×10-5 2.182×10-3 2.226×10-3 

(2) SRI 2.103×10-3 4.263×10-5 2.145×10-3 2.194×10-3 

(3) SNUTT 2.154×10-3 4.263×10-5 2.196×10-3 2.198×10-3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선의 총 저항계수를 계

산하였을 때, ITTC 권고안을 따른 경우에 비해 2.07-4.36% 정도 증

가하였다. 잉여저항계수의 편차가 줄어들어 실선의 총 저항계수의 

편차도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마찰저항 

계산 값보다 작은 값을 계산하여 잉여저항과 실선의 총 저항계수

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난류촉진장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선 성능을 추정할 시에 기

존 방법에 비해 실선의 저항은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각 기관의 

실험결과들을 이용한 추정 값들의 편차는 감소하였다. 이는 모형시

험이 수행된 Re 조건에 따른 층류, 난류 영역의 마찰저항과 모형선

에 부착된 난류촉진장치의 제원에 따른 유해항력을 계산하여 보다 

정확한 실선 성능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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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인수조에서 평판 경계층 계측 실험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평판 경계층의 발달 과정과 난류촉진장치가 

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D LDV를 이용하여 흐름방향 

유속을 계측하였으며, 본 실험에 앞서 고정오차와 우연오차를 통한 

불확실성을 해석하였다. 균일류 계측을 통해 고정오차를 추산하였

으며, 경계층 내에서 난류강도가 큰 y+ 위치에서 반복실험을 통해 

우연오차를 추산하였다. 

평판과 난류촉진장치 실험은 모두 영압력 구배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평판 실험결과를 통해 예인수조 환경에서 경계층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Rex 가 2.7×105 이하에서는 층류 

경계층이 형성되었으며, Rex 가 3.3×105 이상에서는 난류 경계층이 

형성되었다. 층류 경계층에서는 Blasius solution 과 평균 유속이 

유사하였으며, 경계층 두께와 유입류 유속으로 무차원화하였을 때 

평균 유속과 난류 강도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난류 경계층에서는 

Spalding 식과 평균 유속이 유사하였으며, 전단 속도를 이용하여 

무차원화하였을 때 평균 유속과 난류 강도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층류와 난류의 표면마찰계수는 각각 Blasius solution과 1/7승 법칙을 

잘 만족하였으며, 평판에서 천이영역의 표면마찰계수는 천이가 

일어나는 Rex 구간에서 선형적인 분포를 가지며 증가하였다. Spalart 

(1988)의 실험결과와 평판에서 완전 발달한 난류 경계층의 난류 

강도 차이를 정량화하고, 과촉진에 대한 기준을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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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촉진장치 실험에서는 난류촉진장치의 종류와 제원에 따른 

재부착, 과촉진, 유해항력의 측면에서의 난류 촉진 효용성을 

비교하였다. 와이어 실험에서는 와이어의 지름이 작아 Rek 가 작은 

경우에는 와이어로 인한 외란이 생성되지만, 그 영향이 미미하여 

다시 층류가 되는 재부착 현상이 확인되었다. 높은 Rek 에서는 

와이어에 의해 생성된 외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과촉진 

현상이 확인되었다. 와이어를 지남에 따라 벽면 근처의 평균 

유속이 증가하며, 운동량 손실량이 커지며 운동량 두께와 경계층 

두께가 증가하며 천이가 촉진되었다. 

스터드 실험에서는 스터드 높이, 스터드 직경, 스터드 간의 

간격이 천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스터드 간의 간격에 

따른 spanwise wave number 가 0.45 근처에서 streamwise streak 의 

생성이 강화되어 high speed streak 의 유속이 증가하였다. 스터드에 

의해 생성되는 xz 평면 상의 streamwise streak 에 의해 등방성이 

강화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스터드에 의해 생성되는 

streamwise streak은 시간에 따라 균일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변동 

성분과 관련된 난류강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스터드 

후류에서 과촉진 영역은 감소하였다. 스터드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Rek가 증가하고 경계층 내 유동의 교란이 커짐에 따라 난류 강도가 

증가하며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스터드가 경계층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과 교란의 정도가 증가하여, 후류에서 과촉진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난류 강도의 최댓값 또한 증가하였다. 

와이어와 스터드의 형상을 고려하였을 때 투영 면적이 큰 

와이어가 스터드에 비해 유해항력 측면에서 불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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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과 난류촉진장치 전후의 층류/난류 영역을 

고려한 실선 성능 추정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기관들의 실험 

결과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난류촉진장치의 유해항력과 

모형선 주위의 유동장을 고려하여 여러 기관들의 모형시험 결과를 

분석함에 따라 잉여저항계수와 실선의 총 저항계수의 편차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박 모형시험에서의 최적 

난류촉진장치 선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모형시험이 

수행되는 Fr 조건에서 Rex, Rek, β 를 고려한 난류촉진장치의 제원 

선정이 필요하다. 와이어와 스터드 모두 천이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Rek,crit 보다 Rek 가 큰 시험 조건에서 난류로의 천이가 

촉진되었다. 따라서, 난류촉진장치의 높이는 Rek 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스터드 사이의 간격은 β 가 0.45 근처일 때 

과촉진 영역이 감소하였다. 재부착, 과촉진, 유해항력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Rek>Rek,crit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난류촉진장치의 

높이를 설정하고 스터드의 간격은 β 가 0.45 와 가깝도록 제원을 

선정한 스터드 타입의 난류촉진장치의 효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압력 구배와 유입류의 난류 강도가 경계층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압력 구배 

조건에서는 유입류 유속의 기울기가 증가하며, 높은 Rex 에서도 

유동이 안정화되는 재층류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 (Blackwelder & Kovasznav, 1972). 선박의 전면은 큰 

선수도입각을 가져 강한 정압력구배가 발생하여, 난류로의 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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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거나 난류로 발달한 유동이 다시 층류로 안정화될 수 있다. 

초기 유입류의 난류 강도도 경계층의 발달과 천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난류 격자(turbulence grid)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풍동에서 수행되었다 (Fransson et al., 2005). 선행연구들에서는 압력 

구배와 유입류의 난류 강도가 경계층 내의 교란과 천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 

방법과 해석 방법은 추후 연구에서 난류로의 천이에 관한 이해와 

경계층 유동 특성 파악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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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 of the zero pressure gradient flat plate boundary layer 

and the effect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were investigated through streamwise 

velocity measurement using 1D laser Doppler velocimetry. The turbulence 

stimulators were tested by changing the parameters of the wire and stud type. The 

streamwise velocity was measured by adjusting towing speed and the distance from 

the leading edge, and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for Rex in the range of 

1.044×105 to 4.227×105. 

In the flat plate without turbulence stimulator, the critical Reynolds number which 

occur transition to turbulence was 2.723×105. As the wire and stud were attached, the 

minimum critical Reynolds number was decreased to 1.044×105 and 1.143×105, 

respectively. The critical Reynolds number changed depending on the diameter of the 

wire, the diameter of the stud, the height of the stud, and the distance between studs. 

The effect of the type and parameters of turbulence stimulators was identified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parameters related to the 

ratio of height to the boundary layer thickness were the diameter of the wire and the 

height of the stud, and these paramet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transition to 

turbulence. 

When the disturbance caused by the turbulence stimulator was small, the disturbance 

was decreased as the distance from the turbulence stimulator increased. Then, the 

laminar boundary layer was reattached to the flat plate. When the disturbance caused 

by the turbulence stimulator was excessive, the averaged velocity was similar to the 

flat plate’s turbulence boundary layer. However, the 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y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flat plate’s turbulence boundary layer. The 

overstimulated condition was defined when the free-stream turbulence intensity is 

bigger than the flat plate’s turbulence boundary layer. 

As the turbulence stimulator was attached, the geometric similarity between the 

model ship and the real ship diff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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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s considering the parasitic drag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To measure the 

parasitic drag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the difference of the drag was measured 

by towing the flat plate and the flat plate attached the turbulence stimulator. The 

parasitic drag coefficient was nondimensionalized by the square of the velocity 

related to the average dynamic pressure. The parasitic drag coefficients of wires and 

studs were distributed within the ranges of 1.23-1.37 and 0.78-0.91, respectively. 

The 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 proposed to calculate the frictional resistance assuming the 

turbulent flow around the model ship when analyzing the model test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posed to calculate the frictional resistance of laminar and turbulent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and consider the parasitic drag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when analyzing the model test results. The residual 

resistance coefficient changed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method of frictional 

resistance and the addition of the parasitic drag of the turbulence stimulator. The 

difference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ITTC method and the present study’s method 

to the various institute’s model test results. 

The model test results were analyzed for the KCS resistance tests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 Ship Research Institute (SRI),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SNUTT). When the present study’s method 

was used, the deviation of the residual resistance coefficients and the full-scaled 

ship’s total resistance coefficients were decreased.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full-

scale prediction more accurately by calculating the frictional resistance of laminar 

and turbulent, and the parasitic drag according to the turbulence stimulator’s 

parameters in the model tests. 

 

Keywords : Turbulence stimulator, Flat plate boundary layer, Transition, 

Towing tank test, Laser Doppler Velocimetry 

Student Number : 2015-2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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