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성 난류  

1880년대 Osborne Reynolds에 의해, 파이프 속을 빠르게 흐르는 물, 연기, 에디(eddy) 등 
일상 생활에서 관측되는 불규칙적인 패턴이 유체의 관성(운동량)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규명되
었다[Phil. Trans. R. Soc. Lond., 174, 935-982 (1883)]. 난류라 불리는 이 패턴은 관성력
과 점성력의 비인 무차원 Reynolds수가 매우 높을 때에 발생한다. 그 후 난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되어 현재 우리는 난류가 마찰력의 증가와 더불어 속도변이의 공간·시간적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의 A. Groisman과 V. Steinberg 박사 연구팀
이 관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유동에 대한 저항의 증가와 더불어 여타 난류특성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Nature, 405, 53 (2000)]. 즉, 사슬길이가 긴 고분자 용액의 경우 탄성력이 관성
력의 역할을 대신한다. 연구팀은 두개의 평행 디스크내에 고분자 유체를 채운 후 하나의 디스
크를 회전시켰다. 관성력이 크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속을 증가시키자 난류특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이것이 난류일까? Reynolds수가 작지만 탄성이 큰 경우 고분자 용액에서 난류유동이 발
생됨이 새롭게 밝혀졌다.  

고분자 등 탄성유체에서 불규칙한 유동패턴은 이미 오래 전 관측되었으며 탄성 난류로 불리기
도 한다[AIChE J., 22, 209-236 (1976)]. 그 예로 모세관 말단으로부터 유출되는 고분자 용
액을 들 수 있다. 임계 유속 이상에서 고분자 줄기는 불규칙적으로 변형된다. 이와 같은 변형이 
발생되면 필름과 사출 제품들의 품질이 저하된다. 고분자의 길이를 증가시켜 고분자 용액의 점
성을 증가시키면 유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최소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관성력에 의해 유발되
는 난류가 점도의 증가로 인해 심화된다는 점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고분자

의 길이가 매우 긴 유체의 경우 불안정성이 유발될 때의 Reynolds수는 10-15 정도로 매우 작

다. 반면에 파이프 속을 흐르는 물의 경우에는 Reynolds수가 105 정도로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관성은 고분자 난류와는 상관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점성 고분자의 경우 탄성력
과 점성력의 비인 Weissenberg수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불규칙적인 유
동이 발생한다. 고분자 길이가 증가하면 점성력보다 탄성력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물보다 점도
가 수백에서 백만배 정도 큰 고분자 유체의 경우 난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현재까지 탄성 
난류의 길이 및 시간 척도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이 없는 형편이었다. 탄성력과 그로 인해 발생
되는 난류의 길이 및 시간 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관성 난류의 경우에는 
크기가 큰 에디가 작은 에디를 유발하며 에너지가 열로 소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탄성 난류의 경우 수직응력이 유동의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수직응
력은 유동장에서 고분자가 신장되면서 발생된다. 유선이 원형인 경우 그 내부로부터 외부로 압
력이 부가되어 반지름 방향으로 압력기울기가 발생된다. 1947년 Weissenberg에 의해 관측되
었듯이[Nature, 159, 310-31 (1947)] 이 압력(hoop stress)에 의해 'rod climbing' 현상
이 일어난다. 

곡선형 유선을 가지는 경우 관성에 의한 불안정성과 탄성에 의한 불안정성은 상호 유사성을 갖
는다. 즉, Groisman과 Steinberg 박사가 연구한 평행 디스크 회전유동이나 원형 Couette 유
동에서 관성력은 반지름방향으로의 압력기울기를 유발하여 유체를 회전중심에서 외부로 보내
는 반면 탄성력은 유체를 회전 디스크 또는 원통쪽으로 이동시켜 'rod climbing' 현상이 발생된
다. 응력이 관성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탄성에 의한 것이든 공통적으로 반지름방향으로의 압력기
울기를 발생시키고 그 크기가 커지면 유동이 불안정해 진다. 비탄성 유체에서 관성력에 의한 
초기 불안정성은 1923년 Taylor에 의해 규명된 바 있으며[Phil. Trans. R. Soc. Lond. A. 
223, 289-343 (1923)], 순수히 탄성력에 의한 초기 불안정성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에 규명되었다. 

Groisman과 Steinberg 박사의 연구로 초기 불안정성을 뛰어넘어 탄성 유동의 불안정성에 대
한 전반적인 분석이 가능해 졌다. 연구팀은 두 개의 디스크 사이의 거리를 디스크 지름과 비교
하여 크게 유지하여 점성마찰에 의한 안정화 경향을 최소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유동이 얻어졌으며 이 '강탄성 난류(hard elastic turbulence)'는 멱수법칙(power-law)을 따
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Taylor-Couette, Taylor-Dean, 모세관으로부터의 분출 등의 점탄성 유동이나 액정 
유동에서 유사한 강탄성 난류를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의 탄성 불안정성에서 매우 
불규칙한 패턴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탄성 난류에서 유체의 혼합에 관한 특성이 규명된다면 매우 실용적일 것이다. [원문: Nature, 
405,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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