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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rect Numerical Simulation was carried out to predict mass transfer in turbulent flow around a rotating 
stepped cylinder. This investigation is a follow-up study of Nesic et al. [Corrosion, Vol. 56, No. 10, pp. 1005 - 
1014] The original motivation of this work stemmed from the efforts to design a simple device which can 
generate flows of high turbulence intensity at low cost for corrosion researchers. Two cases were considered; 
Sc=1 and 10 both at Re=335. Here, Sc and Re stand for Schmidt number and Reynolds number, respectively, 
based on the step height and the surface speed of the cylinder upstream the step. Main focus was plac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urbulent fluctuation and concentration field. The spatio-temporal evolution of 
concentration field is discussed. The numerical results are qualitatively compared with those of the 
experiment conducted with the same flow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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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동 박리와 재 부착이 이루어 지는 복잡한 
난류 유동은 여러 산업기기 전반에서 많이 
발생되어 진다. 이러한 유동은 열 및 물질 전달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녹(rust)과 관련된 현상으로, 
물질전달에 의한 녹의 생성과 전달의 문제는 기계 
및 화학 공정등 여러 산업 전반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 하나이다. 금속의 
산화에 의하여 생성된 녹(rust)은 그 자신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여 금속을 보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막은 침식(erosion)과 용해 
(dissolution)의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인해 점점 
얇아진다. 이와 같은 작용들에 의하여 파이프 
금속이 유동에 노출되게 되면 다시 산화에 의한 
보호막의 형성, 침식과 용해에 의한 보호막의 
유실을 반복하게 되어 마침내는 파이프의 천공 및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식현상은 배관 시스템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며, 만약 파이프의 천공 및 균열이 
원자로나 맹독성 화학 공정의 배관 시스템에서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난류는 침식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해된 녹이 주유동으로 이송됨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도 한다. 특히 배관 
중에서 fitting 이나 밸브, 또는 용접된 부분 
주위등과 같이 유동의 박리와 재부착에 의해 
수반되는 놓은 난류 강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심한 
부식이 관찰된다.(1~3) 따라서 부식은 유동의 
난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상관관계의 규명은 부식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난류와 부식의 상관 관계를 실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손쉽게 제어 가능한 난류 
유동장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실험에서는 단순한 회전하는 원형단면 실린더 
주위에서 수용액 내의 전해질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방법이 많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최근 Nesic 등(4)은 원형단면 실린더에 두 개의 
후향 계단을 원주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부착하고 
실린더를 회전하여 유동의 박리와 재부착에 의한 
높은 난류강도가 경제적으로 용이하게 구현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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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linder cross-section and grid system; (a) total 

view, (b) magnified view 
 
본 연구에서는 Nesic 등(4)이 실험에서 사용한 

실린더와 유사한 단면을 갖는 후향 계단이 부착된 
회전하는 실린더(Fig. 1)주위의 난류 물질 전달을 
직접 수치 모사(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를 
사용하여 전산 해석하였다. Sc=1 과 10 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난류 
유동장과 물질전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Sc 의 변화가 물질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Sc 가 
증가하게 되면 벽근처에 존재하는 확산 
저층(diffusive sublayer)의 두께가 점성저층(viscous 
sublayer)의 두께보다 더 작아지게 되므로 실험적 
연구로는 확산 저층 근처 혹은 그 내부에서 
스칼라양의 거동 및 섭동 현상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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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어렵다. 따라서 DNS 를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물질전달 해석을 위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난류 물질전달의 물리적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법 
본 연구에서의 계산은 일정한 각속도(Ω )로 회

전하는 좌표계에서 수행되었다. 두 개의 후향 계
단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가상경계법이 사용되

었으며 지배방정식은 비압축성 연속 방정식 및 
모멘텀 방정식과 스칼라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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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r , ρ, ν , c, D 는 유체의 속도벡터, 밀도, 
동점성계수, 몰농도, 물질확산계수를 각각 의미하

며 식(2)의 ur
r
×Ω2 는 Coriolis 힘을 나타낸다. 구

심력(centripetal force)은 보존되기(conservative) 때문

에 압력 항에 포함될 수 있고 속도장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식 (2)의 p 는 압력뿐

만 아니라 구심 포텐셜까지 포함한다. 식(2)와 (3)
에서 마지막 항들은 가상 경계법을 위한 항으로 

f
r
와 F 는 각각 운동량 부가와 농도 부가를 의미

한다. 가상경계법에 대한 자세한 수치적 기법은 
Balaras(5)와 Kim and Choi(6)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
란다. 

위의 지배방정식들은 원통 좌표계에서 유한 체
적법을 사용하여 차분되었다. 공간에서의 차분은 
유동 방정식의 경우 2 차 정확도를 갖는 중앙 차
분법(Central Difference Scheme)이 사용되었으며 스
칼라 방정식의 경우 점성항은 중앙 차분법을, 대
류항은 QUICK(Quadratic Upstream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을 적용하였다. 시간에서의 
적분은 혼합 기법으로서 대류항은 3 차 정확도의 
Runge-Kutta 방법으로 명시적 적분되었고, 점성항

은 Crank-Nicolson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적분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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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flow field near the step, Re=335; 

streamlines 
 
행되었다. 연속방정식과 모멘텀 방정식을 분리하

기 위해서 Fraction Step 기법이 사용되었다. 본 코
드는 Akselvoll and Moin(7)의 논문에 기술된 수치해

석 기법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2.2 파라메터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가 2000rpm 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Sc=1, 10 인 경우에 대한 난류 물질 
전달의 DNS 를 수행하였다. 이 회전 속도에서 Re
수는 계단의 상류 표면속도( 0U )와 계단높이(h)를 

기준으로 335 이다. 계산 도메인의 바깥 경계는 회
전 중심으로부터 0.07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실린더의 반경은 0.01m 이고 계단의 높이(h)는 
0.002m 이다. 횡 방향의 크기는 0.036m 이

다.(Fig.1(a))  
본 연구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유동장의 경우 실

린더 표면에서는 점착조건(no-slip)을 사용하였으며 
바깥 경계에서는 미끄러짐(slip) 조건(8)을 사용하

였다. 농도장의 경우 실린더 표면에서는 농도가 0
인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바깥 경계에서는 1 로 설
정하였다. 표면의 계단에서는 속도에 대하여 점착

조건을, 농도장에 대하여는 불침투성 조건

( 0/ =∂∂ nc )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격자 수는 유동장의 DNS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8)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였다. Sc=1 의 
경우에는 Reynolds 유사성(analogy)이 성립하기 때
문에 기존연구의 격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Sc=10 의 경우에는 물질전달의 길이 스케일을 고
려하여 더 많은 격자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물질

확산 저층(diffusive sublayer, +
cδ ) 와 점성 저층

(viscous sublayer, +
uδ )은 일반적으로 다음식과 같

은 관계를 가진다. 
 

+−+ = uc Sc δδ 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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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concentration field, Re=335; (a) Sc=1, (b) 

Sc=10 

 
또한 난류 물질전달의 길이규모인 Batchelor 길이 
규모는, 난류 속도장의 길이 규모인 Kolmogorov 

길이 규모보다 2/1/1 Sc 의 작은 규모를 가진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계단 상류는 기존 격자크기와 비슷한 격자를 사용

하였으며, 난류 물질 전달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계단 후류에서 보다 많은 격자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격자 수는 회전방향, 수직방향, 그
리고 횡방향으로 각각 128208528 ×× 개의 격자

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3 배이상 많은 
격자수이다.  

3. 결과 및 토론 

3.1 평균 유동장 및 스칼라장 
난류 유동장이 발달하고 통계적으로 정상상태에 

이르게 되면 통계처리를 위한 유동장의 샘플링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400 개의  
샘플링을 취합하고, 공간적으로 균질한 방향인 횡
방향과 회전 방향 형상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도합 10 만개의 샘플링 개수가 사용

되었다.   
Fig. 2 는 계단 주위에서의 평균 유동장을 보여

준다. 주 재순환 구역이 존재하고 코너에서 이차

적(secondary) 유동도 존재한다. 주 재순환유동의  

r+

c+

10-1 100 101 1020

2

4

6

8

c+=Sc r+

s/h=0.5

s/h=4.5

s/h=2.5

s/h=3.5

s/h=1.5

 
                      (a) 

r+

c+

10-1 100 101 1020

5

10

15

20

25 s/h=1.5

s/h=0.5

s/h=4.5

s/h=2.5

s/h=3.5

c+=Sc r+

 
                      (b) 

Fig 4 Mean concentration in wall units, Re=335; (a) 
Sc=1, (b) Sc=10 

재부착 지점은 계단의 구석에서 시작하여 실린더 
표면을 따라가는 좌표축(s)를 설정하였을 때, 
s/h=4.5 인 지점에 위치한다. 

Fig. 3 은 Sc=1, 10 인 경우 계단 근처에서 평균 
농도장을 보여준다. 농도 구배가 실린더 벽에서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계단에서는 불침투성 
조건으로 인해 농도구배가 0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Sc 가 10 으로 커지면서 벽에서의 농도

구배는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4)과 동일한 결과이다.  

Fig. 4 는 Sc=1 과 10 인 경우, 각각의 위치에서 
벽 좌표로 표시한 농도 분포을 보여준다. 그림에

서 +c 와 +r 는 각각 */ cCc =+ , ν/*rur =+
로 

정의 되었으며, *u 는 마찰속도(friction velocity)를 
의미한다. 마찰속도와 유사하게 마찰농도(friction, 

concentration, *c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0*
* )( =∂

∂
= rr

C
u
D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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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ntration rms; (a) Sc=1, (b) Sc=10 

 
여기서 C 는 평균 농도를 의미한다. 물질 확산이 
이루어 지는 물질 확산 저층 내에서는 식(6)과 같
은 선형 법칙을 따른다.  
 

++ = rScc              (6) 
 
즉 난류 유동장에서 점성저층이 벽좌표를 따라 선
형적인 속도 분포를 보이는 것과 같이 농도 분포

도 확산 저층내에서 벽좌표를 따라 선형적인 농도 
분포를 보인다(9). Fig. 4 의 모든 영역에서 확산 저
층의 두께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지라도 각 
확산 저층 내에서는 선형적인 분포를 유지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Sc 가 10 인 경우가 1
인 경우보다 얇은 확산 저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 는 각각의 Sc 에서 위치에 따른 농도 rms 
(< >기호 사용)분포를 나타낸다. s/h=0.5 인 경우, 즉 
계단과 가까운 위치에서는 계단 모서리에서 유동 
박리의 영향으로 r/h=1 근처에서 비교적 큰 값을 
가진다. 이러한 유동 박리 영향은 s/h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며, Sc 가 10 인 경우가 1 인 
경우보다 모서리의 영향권이 작다. 또한 Sc=10 의 
경우 농도 섭동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r/h 지점이 
Sc=1 보다 낮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물질 
확산이 이루어지는 Nernst 층의 두께는 Sc 가 커짐

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이다. (10) 
 

3.2 물질 확산과 난류 유동장과의 관계 
난류에서 물질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

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Nesic 등(3)은 난
류물질 전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난류강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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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averaged Sherwood number along 

with the rms of wall-shear-stress fluc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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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averaged Sherwood along with the 

mass-transfer measurements: , Sc=1; 
, Sc=10; , MTEF at Re=243; ,  MTEF 

at Re=463 

 
확장되는 관내 유동에서 재부착 지점 근방에 심각

한 부식이 발견됨을 보고한바 있다.  Yang 등(8)은 
물질전달이 벽 전단응력 섭동크기(rms of wall-shear 
stress fluctuation)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벽
전단응력 섭동 크기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

2'
,

2'
zwswwJ τττ +==          (7) 

 
여기서 '

,swτ 는 벽전단응력의 회전방향 섭동 성분

을, '
,zwτ 는 횡방향 성분을 각각 의미하며 overbar

는 시간평균을 나타낸다.  
벽 전단응력 섭동과 물질전달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평균된 Sherwood 수와 벽전단응력 섭동크

기(J)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물질전달에 관한 
Sherwood 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
hkSh 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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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k 은 물질전달계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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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C

C
Dkm ∂

∂
∆

=             (9) 

 
C∆ 는 실린더 표면과 바깥 경계의 농도 차이를 

나타낸다. Yang 등(8)의 결과와 같이 벽전단응력 섭
동크기는 물질전달과 매우 큰 관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질전달의 최대점은 재 부착 지점

(s/h=4.5)이 아니라 재 부착 지점보다 안쪽(s/h=3.5)
에서 발생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Eisenberg (10)

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계단이 부착되지 않은 회

전하는 실린더의 경우 Sh 는 356.0Sc 에 비례한다. 
Fig. 6 을 살펴보면, 계단이 부착된 회전하는 실린

더의 물질전달은 Sc 가 1 에서 10 으로 증가하면 
356.0/ ScSh  값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2 ≤≤ hs 영역에서는 356.0/ ScSh 값이 크게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물질 전달이 계
단이 없는 경우보다 Sc 의 변화에 큰 폭으로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 은 호주 Bremhorst 교수팀의 실험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실험은 
Re=243 과 463 에서 수행하였으며, 스텝이 없는 경
우로 normalized 한 결과이다(MTEF: Mass Transfer 
Enhancement Factor). Re=335 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실험과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후향 계단이 부착된 회전하는 실
린더 주위에서의 난류 물질 전달에 관하여 DNS
기법을 사용해 전산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Sc=1 에서 10 으로 증가하면 물질 확산이 발생하는 
벽근처에서 확산 저층의 두께가 감소하고 
Sherwood 수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물질 확산 
저층 내에서 매우 활발한 농도 섭동을 관측할 수 
있었으며, Sc=1 인 경우 벽에서 멀어짐에 따라 농
도 섭동이 완만하게 변하는 반면, Sc=10 인 경우 
급격하게 0 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다. 
난류와 물질전달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결과, 
물질전달은 난류 강도뿐만 아니라 벽 전단응력 섭
동의 크기와도 매우 큰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난류 물질 전달에 대한 자료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침식-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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