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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유수면을 포함한 난류 유동은 조선해양공학, 토목공학과 같은 

여러 공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자유수면의 영향을 

받는 난류 유동장에서는 수면파의 발달, 자유수면의 물리적 

경계조건과 난류 경계층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특수한 유동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최근 수치해석적 기법과 전산 해석자원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의 계산을 요구하는 난류 유동 해석기법이 

실현되면서 유체의 점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기법이 해당 연구 주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자유수면 난류 유동의 

비선형적 거동과 국부 유동장 및 순간 난류 구조의 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기반의 CFD 해석 toolkit 인 

OpenFOAM을 기반으로 한 조선해양공학특화 해석자 SNUFOAM을 

이용해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자유수면 난류 유동을 해석하였다. 

난류 유동 해석기법으로는 SNUFOAM 기반의 URANS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기법과 LES (Large Eddy 

Simulation)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유수면 

모델링 기법은 VOF (Volume of Fluids)기법을 사용하였다. 날카로운 

자유수면 형상을 모사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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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FOAM 의 동적경계면 압축기법 (Lee and Rhee, 2015)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수면관통물체는 일정한 단면 형상을 상하로 늘린 

기둥 형상이다. NACA0024 와 Wigley 선형의 수선면의 두가지 

형상을 사용하였다.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쇄파와 유동 박리가 

발생하는 유동 조건(Fr=0.282~0.400) 을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장의 CFD 해석을 통해 순간 

난류 구조의 발달, 쇄파 등의 물리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인한 3 차원의 유동 박리 현상인 

파인성박리를 관찰하여 복잡한 수면 유동이 난류 경계층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석 결과 중 평균 유속과 국부 난류 

강도는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되어 SNUFOAM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되었다. 

 

주요어 : 전산유체역학, SNUFOAM, 자유수면, 난류 경계층, 쇄파, 

유동 박리 

학  번 :  2015-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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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유수면을 포함한 난류 유동은 조선해양공학 분야를 포함한 

여러 공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의 성능 해석 및 안정성 해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유수면 난류 유동에 대한 해석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유수면 주위 유동은 3 차원의 유동 박리, 수면파로 인한 압력 

구배의 발달, 쇄파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이나 

수치해석 기법 모두 통계적 접근을 통한 정성적인 특성 평가에 

집중해왔다. 

전통적인 수치해석적 접근으로는 포텐셜 유동 이론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유체를 비회전, 비점성 조건으로 가정하고 

지배방정식을 선형화 하여 해석하는 유동 해석 기법이다. 현재는 

포텐셜 유동이론을 통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앞서 

언급된 지배방정식의 선형화 과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리량 또한, 거시적인 부분에 한정되며 특히 유체의 점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한계가 두드러진다. 최근 수치해석 

기법과 해석 자원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량의 난류 유동 

해석기법이 구현되면서 기존에는 얻을 수 없던 점성효과를 고려한 

순간 난류 구조의 발달 등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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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를 통해 쇄파, 유동 박리 등의 3 차원 난류 유동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던 미시적인 

물리현상의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조선해양공학 분야에서도 최신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기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해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난류 유동을 해석하고 난류 경계층 유동과 자유수면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NUFOAM 을 이용해 

복잡한 자유수면 유동을 정도 높게 추정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정립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OpenFOAM 을 기반으로 서울대학교 선박저항성능연구실에서 

개발된 조선해양공학 특화 해석자 SNUFOAM 을 통해 자유수면 

난류 유동 해석을 수행한다. SNUFOAM 의 동적경계면 압축기법 

(Lee and Rhee, 2015)이 포함된 URANS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기법과 LES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각각 도입하여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을 해석하고 실제 물리적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재현한다.  

수면관통물체의 형상은 Wigley 선형의 수선면을 수직 방향으로 

길게 늘려 자유수면을 가로지르도록 하며 쇄파와 유동 박리가 

발생하는 해석조건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3 차원 유동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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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자유수면 주위 유동과 2 차원 유동 구조가 발생하는 깊은 

지점 유동 현상을 비교하고 자유수면이 난류 유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또한, 해석기법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물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해석결과는 격자 의존성 시험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검증을 통해 해석자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SNUFOAM 을 이용한 자유수면 난류 유동 해석의 정도 높은 

해석기법을 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한다. 

 

1.3 선행 연구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자유수면 난류 유동의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수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파인성 

박리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파인성 박리는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수면파에 의한 역 압력 구배, 수면관통물체 

형상에 의한 압력구배, 파 경사 등에 의해 파형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지는 물리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현상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 수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1.3.1 실험적 연구 (수치해석 연구의 검증용 데이터) 

Stern et al. (1987)은 수직 평판과 수평 수중익을 동시에 사용하여 

파인성 박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평 수중익은 수직 

평판앞에 놓여있으며 자유수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2D 스토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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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을 만들어 내었다. 이때 파고와 파형 기울기는 수평 수중익과 

자유수면과의 거리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수평 수중익이 

자유수면에 가까워질수록 파 기울기는 증가하여 쇄파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파인성 박리현상은 난류 경계층 안에서의 

역 압력 구배에 의해 파형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Stern et al. (1993)은 후속연구를 통해 수평 수중익 후류 유동장의 

속도성분을 계측하였고 자유수면 효과가 후류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D 스토크스 파열이 있는 경우와 정수 

중에서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의 

RANS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검증을 수행하여 파인성 

박리를 포함한 자유수면 난류 유동 해석에 CFD 해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ongo et al. (1998)는 예인수조에서 LDV system 을 이용하여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평균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특히, 

수면관통물체 표면과 free-surface 사이의 juncture flow 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였고 자유수면 근처에서의 난류운동에너지 증가와 

수면관통물체 후류에서의 유동지연현상을 확인하였다. 

Seol et al. (2013)은 예인수조에서 2D PIV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파인성 박리현상에 대한 난류성분을 

계측하였다. 수면관통물체는 선수파에 의한 유동교란 효과를 

줄이기 위해 얇고 날카로운 단면형상을 가지도록 하였다. Fr=0.200, 

0.400 조건에 대해 각각 실험을 수행하고 물리적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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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Fr=0200 에서는 유동지연과 난류에너지 발생이 

관측되었다. Fr=0.400 에서는 수면관통물체 끝단에서 역방향 유동이 

발생하였고 정체 유동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Seo (2016)는 예인수조에서 SPIV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유수면이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난류 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r=0.126, 0.282, 0.400 의 조건에서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형상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세 가지 

수면관통물체를 도입하여 Reynolds effect 를 확인하였다. Reynolds 

stress, 난류운동에너지, POD 해석 등을 통해 유동 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깊은 수심에서의 유동 구조와 비교하여 

자유수면효과에 대한 물리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1.3.2 수치해석적 연구 

Zhang and Stern (1996)은 NACA0024 단면을 토대로 한 

수면관통물체주위의 유동을 URANS 기법을 통해 해석하였다. 

프루드수 변화(Fr=0.200, 0.370, 0.550)에 따른 파형, 벽면 

전단응력(wall shear stress) 등의 유동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인성 박리는 negative wall shear stress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프루드수(Fr=0.200)의 경우에도 

약한 파인성 박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trailing edge 주위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발생하며 유동 구조 또한, 단순하였다. 높은 프루드수 

조건에서는 파형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파인성 박리 영역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높은 프루드수(Fr=0.370, 0.550)조건에서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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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박리영역에서의 recirculation 현상, Kelvin 파형 등 특징적인 

유동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동 박리 현상은 후류 유동장을 

감속시켰으며 박리된 유동은 수면관통물체 표면에 재부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Kim (2004)은 상용 CFD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를 이용하여 

대상물체 주위의 비정렬격자를 구성하고 이에 가장 고전적인 LES 

난류 모델인 Smagorinsky 모델과 이를 보완한 dynamic Smagorinsky, 

dynamic turbulent kinetic energy 모델 등을 적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물체를 바꿔가며 square cylinder flow, channel flow 등의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는 DNS 등 고차정확도의 수치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검증 하였다. 이를 통해 dynamic 모델이 내/외부 

유동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Rhee et al. (2005)은 NACA0024 수면관통물체를 대상으로 VOF 

(Volume of Fluid) 기반의 경계면 포착기법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이산화 기법을 적용하여 파인성 박리현상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realizable k   model 을 기반으로 한 URANS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r=0.370 기준으로 파인성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파고 해석에 집중하였고, 해석 결과는 Metcalf et al. 

(2006)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HRIC (High-resolution 

interface capturing) 도식이 수치적 강건성이 높고 실제 물리적 

현상을 가장 잘 모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Kim and Cokljat (2007)은 URANS 와 LES 의 hybrid scheme 인 

detached eddy simulation (DES)을 적용하여 NACA0024 수면관통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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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유동을 해석하였다. DES 를 이용한 해석 결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수면관통물체 및 해석조건에 대해 수행된 

Kim and Rhee (2006)의 LES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DES 해석은 

LES 해석보다 wave fluctuation 을 과소하게 예측하며 국부 유동장 

해석에서도 자세한 유동특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Xing et al. (2007)은 NACA0024 수면관통물체에 대해 single phase 

level set method 기반의 DES 해석을 수행하였다. DES 해석을 통해 

기존의 URANS 를 이용한 해석에서 잘 모사되지 않았던 난류 유동 

특성과 파인성 박리영역이 잘 모사되었다. 파인성 박리로 인한 

속도장과 압력장의 요동이 난류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비등방성의 Reynolds stresses 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요동성분들은 박리영역의 경계와 유동 방향 Reynolds normal stress가 

지배적일 때 증가함을 보였다. 

Kandasamy et al. (2009)은 NACA0024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을 

정상상태로 가정한 연구들에서 좀 더 나아가 URANS 를 기반으로 

비정상 해석을 수행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난류 

구조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k k    혼합 난류 모델과 고차 

경계면 포착기법을 이용하여 얻은 수치해석 결과들은 Metcalf  et  

al. (2006)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수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물리현상의 연구에 대해서는 URANS 

기법이 합리적이나, 비정상 유동 박리 현상 등의 복잡한 

난류성분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 LES, DES 등의 

해석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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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 

2.1 수면관통물체 형상 및 해석 영역 

수면관통물체 형상은 총 두 가지로 선정되었다. 그 단면 형태는 

서로 축 대칭인 포물선의 교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면을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여 수면을 관통하는 실린더의 형태를 가진다. 

수면관통물체는 Fig. 2-1, 2-2 와 같이 뚱뚱한/날씬한 두 가지 형태의 

단면형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Model 2의 경우 형상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자유수면과 난류 경계층간의 상호작용만을 확인하기 

위해(Bow wave로 인해 발생하는 necklace vortex 및 spilling bow wave 

breaking 등) 날카로운 bow 형상과 얇은 두께를 가지도록 하였다. 

Model 2는 각각 Seol et al. (2013)과 Seo (2016)에 의해 동일한 조건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된바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의 

해석결과와 비교 검증용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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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ross section of Model 1 (NACA0024) 

 

Figure 2-2. Cross section of Model 2 (Test Model) 

 

본 연구에서는 오른손 직교좌표계가 사용되었다. 길이 차원은 

수면관통물체의 특성길이 (L)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냈다. 3 차원 

속도벡터 U 의 각각의 속도 성분은 u, v, w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유동장의 대표속도 U로 무차원화하여 나타냈다. 

좌표계의 원점은 수면관통물체 단면의 중심이며 동시에 정수 

중에서의 자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다. Fig. 2-3 은 계산영역의 도식적 

개요를 나타낸다. 수면관통물체는 자유수면을 관통하도록 단면 

형상을 수직 방향으로 길게 확장하였고 이는 계산영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경계조건은 무한원방조건을 상정하고자 하였으며 

유동장의 변화가 경계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면관통물체 전/후의 계산영역을 충분히 넓게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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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chematic overview of implement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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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동 조건 정의 

전체 해석케이스는 무차원수인 프루드수 (Fr)와 레이놀즈수 

(Re)에 기반을 두어 정의하였으며 이때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를 

의미한다. 

 

, Re
U UL

Fr
gL 

   

 

Table 2-1 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전체 해석 케이스에 대한 

조건표이다. 먼저 SNUFOAM 해석자에 대한 검증 케이스로 Model 

1 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사용된 난류 유동 

해석기법으로는 URANS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유속조건은 

1.27 m/s 이며 대응되는 무차원수는 Fr=0.370, 
6Re 1.52 10  로 난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석결과는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해석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Model 2 에 대한 해석으로는 Fr=0.282, 0.400 두 조건에 대해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Fr=0.282 조건에 대해서는 URANS 

기법만을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이에 대응되는 

Re는 
57.61 10 로 천이영역에 해당한다.  

자유수면의 비선형적 거동이 주로 나타나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영역인 Fr=0.400 조건에서는 URANS 기법과 LES 기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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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해석하고 이를 선행연구의 실험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이에 대응되는 Re는 
61.08 10 로 난류 영역에 해당한다.  

 

Table 2-1. Overview of implemented cases 

Model 1 Fr Re V (m/s) Approach 

 0.370 61.52 10  1.27 URANS 

Model 2 Fr Re V (m/s) Approach 

 0.282 57.61 10  0.883 URANS 

 Fr Re V (m/s) Approach 

 0.400 61.08 10  1.252 URANS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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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해석기법 

3.1 SNUFOAM 

OpenFOAM (open source field operation and manipulation)은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을 기반으로 하는 Open source CFD 해석 

toolkit 이다. 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로 개발된 

수치해석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가독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SNUFOAM 을 통한 해석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SNUFOAM 이란 OpenFOAM 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선박저항성능 연구실에서 개발된 조선해양공학 특화 CFD 코드이다. 

이는 자유수면 처리기법인 동적경계면 압축기법, 수치수조기법, 

선박의 6 자유도 운동해석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선해양공학 분야 전반에 걸쳐 다뤄지는 문제들에 특화되어 있다.  

자유수면 난류유동 해석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자유수면의 형상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정도 높은 

자유수면 추정 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VOF (volume 

of fluid)기법은 Level-Set 기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질량보존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장점이 있어 자유수면을 포함한 

비정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합하지만 자유수면과 공기층의 

경계에서 수치확산이 크게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Rusche (2002)는 상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안정성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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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의 하나로 상경계면이 번지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인위적인 속도를 강제로 부여하는 경계면 압축기법(interface 

compression method)을 사용하여 상경계면 근처에서의 수치확산을 

억제하고 최대한 날카로운 상경계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법은 전체계산영역에 있어 동일한 양의 

경계면 압축계수를 도입하여 수치확산을 강제로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치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형상을 보여주는 

단점이 있다. Park et al. (2012)은 이런 경계면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KCS 선형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Fig. 3-1 과 같이 경계면 

압축량 변화에 따라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거동이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Figure 3-1. Free-surface flow of KCS using 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Park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전체에 SNUFOAM 의 동적경계면 

압축기법(Lee and Rhee, 2015)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적경계면 압축기법은 앞서 언급한 자유수면의 비물리적 거동을 

방지하고 더욱 날카로운 상경계면을 얻기 위해 경계면 압축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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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로 두지 않고 자유수면의 형상과 유속에 따라 경계면 

압축량을 동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상경계면의 번짐과 

비물리적인 현상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Fig. 3-2 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적경계면 압축기법(Lee and Rhee, 2015)의 개념도이다. 

 

 

Figure 3-2. Conceptual diagram of 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method 

(Lee and Rhee, 2015) 

 

3.1.1 SNUFOAM 구조 

SNUFOAM 의 모든 수치해석 라이브러리는 C++ 언어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해석 라이브러리들을 응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새로운 해석자, 유틸리티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3-3 은 SNUFOAM 의 일반적인 해석케이스의 구성을 

나타내며 그 내부 구조를 각각의 디렉토리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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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Contents of SNUFOAM simulations 

 

해석케이스는 크게 0, constant, system 의 세 가지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본 디렉토리들은 SNUFOAM 을 통한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0 디렉토리에는 해석케이스의 변수에 

대한 초기조건(속도, 압력, 온도 등)과 경계조건을 정의 한다. 계산 

중에는 비슷한 형식의 계산 결과 파일을 포함하는 디렉토리가 각 

출력 시간의 이름으로 작성된다. constant 디렉토리에는 격자정보, 

물성값, 난류 모델 등이 정의되어 있다. constant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 존재하는 polyMesh 디렉토리에는 해석 케이스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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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또한, 물성값에 대한 내용은 

transportProperties 에 정의할 수 있으며 여러 물성값을 동시에 

정의하여 다상유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난류 모델에 대한 

내용은 turbulenceProperties, RASProperties, LESProperties 에서 

정의한다. system 디렉토리에는 수치해석기법과 계산의 제어에 관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수치해석 기법에 관한 내용으로는 

fvScheme 에서 지배방정식의 이산화 기법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대류항, 확산항에 대한 이산화 기법과 보간 기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fvSolution 에는 algebraic solver setting, pressure-velocity coupling 

기법 등을 정의한다. controlDict 에서는 계산의 종료 시각이나 time 

step, 결과의 출력 타이밍 등을 설정할 수 있다.  

 

3.1.2 SNUFOAM 격자 정의 

SNUFOAM 의 격자는 기본적으로 임의의 다각형 면으로 

둘러싸인 3 차원 다면체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렬격자 구조를 

가진다. Fig. 3-4 를 통해 SNUFOAM 의 격자 정보의 저장형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Fig. 3-4 와 같이 임의로 순서가 정해진 격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vertex 의 좌표를 순서대로 읽어 polyMesh 

디렉토리의 points 파일에 저장한다. 이때의 순서는 X, Y, Z 축 

순서로(0-1-3-2-4-5-6-7) 읽어 저장하게 된다. 동시에 저장되는 

vertex의 순번은 vertex index label로 사용되며 이는 face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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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tructure of SNUFOAM mesh 

 

전체 계산영역에서 face 의 정의 순서는 X, Y, Z 축 방향 평면 

순서로 정리한다. 이렇게 정의된 face 정보는 polyMesh/face 에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index label 을 이용하여 owner cell 과 

neighbor cell을 새로이 정의하게 된다. Face는 Fig. 3-5와 같이 vertex 

index label 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face 로 정의된 인접 

vertex 들은 edge 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른손법칙에 따라 boundary 

face의 normal vector가 계산영역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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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ace area vector from th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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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은 owner cell과 neighbor cell의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예시다.  

 

 

Figure 3-6. Data structure of owner cell and neighbor cell 

 

이때 face 0의 owner cell은 0이고 neighbor cell은 1이다. 또한, face 

1의 owner cell은 0이고 neighbor cell은 20이다. 

 

3.2 지배방정식 

낮은 마하수 영역에서의 유동은 비압축성으로 가정하며 이때 

전체 유동장에 대해 유체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열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U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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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p

t





      



U
UU U g  (3.2) 

 

U는 유체의 속도 벡터, p는 압력,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g

는 body force를 나타낸다. 

 

3.3 이산화 기법 

SNUFOAM 에서는 편미분방정식의 이산화 기법으로 FVM (finite 

volume method)를 기본 수치적 접근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Navier-

Stokes 방정식은 비선형 항을 포함한 편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매우 한정적인 조건을 제외하고는(Poiseuille flow, Couette 

flow 등)수학적인 엄밀해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사적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 편미분방정식에 이산화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산화는 미분방정식에 대한 수치적 

근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유동 지배방정식에 적용하면 유동장에 대한 

근사해를 얻을 수 있다. 

FVM 의 첫 번째 단계는 해석영역을 이산화된 검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산화 점을 셀의 중심에 놓고, 셀 중심의 값이 셀 

내부의 값을 대표하도록 한다.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부분에는 

격자계를 조밀하게 생성하여 유동장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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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은 일반적인 검사체적의 예이다. P 는 검사체적의 중심에 

위치하며 식(3.3)을 만족한다. 이때 x는 위치벡터를 나타낸다. 

 

( ) 0
P

P
V

dV  x x    (3.3) 

 

검사체적은 임의의 형상을 가지는 셀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neighbor 셀과는 단 하나의 face 만 공유한다. 셀 face 의 종류는 

internal face 와 boundary face 로 나눌 수 있는데 벡터 d 는 인접한 

셀에서의 셀 중심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의한다. 인접한 셀 

사이에 위치한 face의 normal area 벡터는 
fS 로 정의한다. 

fS 는 낮은 

label 로부터 높은 label 을 가리키도록 구성된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label 을 가지는 cell 이 owner 셀이 되고 높은 label 을 가지는 

셀이 neighbor 셀이 된다. Owner 셀과 neighbor 셀의 중심은 각각 

P 와 N 으로 나타낸다. 이 벡터의 크기는 해당 face 의 면적과 

동일하다. 

  



 

23 

 

 

 

Figure 3-7. Control volume 

 

또한, SNUFOAM 은 co-located 격자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 속도성분을 각 검사체적의 셀 중심에 저장한다. Co-

located 격자는 ‘checker board problem’과 같이 공간상에서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압력장의 압력구배가 0 으로 계산되어 

비물리적인 거동을 보이기도 한다. SNUFOAM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해 Rhie and Chow (1983) 보간 기법을 도입하여 

보간된 face 속도를 face 사이의 압력 차로 인식하게 하여 co-located 

격자에 의한 비물리적 현상의 발생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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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송방정식의 이산화 

임의의 스칼라 변수  에 대한 일반 수송방정식은 식 (3.4)와 

같다.  

 

( )
( ) ( ) ( )

Convection term SourcetermDiffusion term
Temporal derivative

S
t

 


    


     


U

 (3.4) 

: , :density diffusivity   

   

일반 수송방정식의 각 항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좌변의 

첫 번째 항은 유체요소에서의  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좌변의 두 

번째 항은 유체요소로부터의  의 유출률을 나타내며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확산으로 인한  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소스로 인한 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일반 수송방정식은 확산항의 2 계 미분으로 인해 2 차 정확도를 

갖는 방정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도 높은 유동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산화 기법의 정확도가 지배방정식의 

정확도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 2차 정확도를 가지는 이산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산화에 따른 정확도는 포인트 P 주위에서 가정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 ( , )t  x 의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 이 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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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2 차 정확도를 가지기 위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 ) ( ) ( )P P P      x x x    (3.5) 

( )

t

tt t t
t


 

 
     

 
    (3.6) 

 

공간함수에 대해 Taylor series expansion 을 적용하면 식 (3.7)과 

같이 표현된다.  

 

2
( ) ( ) ( ) ( )P P P P        x x x x x   (3.7) 

 

이는 Taylor series expansion 이 적용되기 전의 함수와 비교했을 때 

2

Px x 의 크기를 가지는 truncation error 를 보이며 식 (3.7)이 2 차 

정확도를 가짐을 의미한다. 동일한 과정으로 시간 함수에 대해서도 

2t 의 크기를 가지는 truncation error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VM 에서는 앞서 정의된 식 (3.4)를 만족하는 적분형 

일반수송방정식을 필요로 한다. 포인트 P 주위의 검사체적 pV 에 

대해 적분하면 식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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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P P P

P

t t

t V V V

t t

t V

dV dV dV dt
t

S dV dt





    







 
       

 
  

   

 

U

 (3.8) 

 

3.4.1 공간항의 이산화 

공간 이산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반화된 형태의 Gauss' 

theorem이 사용된다. a는 일반 벡터 변수를 의미한다. 

 

V
V

dV d


   a S a        (3.9) 

V
V

dV d 


   S     (3.10) 

V
V

dV d


  a Sa     (3.11) 

 

이때, V 는 닫힌 면으로 둘러싸인 체적이며 dS 는 V 의 

미소엘리멘트 face area vector 를 의미하며 이때 벡터는 바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앞서 정의한 식 (3.5)에 포인트 P 주위에서의 공간 

적분을 취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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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P P

P P

P P P
V V

P P P P P
V V

dV dV

dV dV V

  

  

    

     

 

 

x x x

x x
   (3.12) 

 

식 (3.12)의 두 번째 적분 항은 점 P 가 검사체적의 중심이기 

때문에 centroid 정의에 의해 0이 된다. 

Divergence operator 내의 항에 대해 살펴보면 검사체적 pV 가 flat 

face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식 (3.9)가 모든 face에 대한 

적분의 합으로 변환된다. 

 

P

P

V
fV f

dV d d


 
     

 
 

  a S a S a   (3.13) 

 

이 식에 일반 스칼라 변수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 ) : ( )f f f

f f f

f

d d d
   

      
 

    

 

  S a S a S x - x a

S a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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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식(3.12, 3.13, 3.14)들을 모두 결합하면 2 차 정확도를 가지는 

Gauss' theorem의 이산화된 형태를 얻는다.  

 

( ) P f

f

V  a S a    (3.15) 

 

하 첨자 f 는 face 중앙에서의 변수의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S 는 

바깥쪽을 가리키는 face area vector 이다. 현재 격자 구조에서는 face 

area vector fS 가 P 로부터의 바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면 f 의 

owner cell 이 P 셀인 경우 neighbor cell 의 이웃한 face fS 는 안쪽을 

가리킨다. 이를 토대로 다시 식 (3.15)를 고려하면 face 에서의 합은 

owner cell의 face와 neighbor cell의 face로 나뉜다. 이는 모든 face의 

합에 적용된다. 

 

f f f

f owner neighbour

      S a S a S a   (3.16) 

 

3.4.1.1 대류항 

이산화된 대류항은 식 (3.15)로부터 얻을 수 있다.  

 

   ( )
P

f ff fV
f f f

dV F              U S U S U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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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F는 face를 통과하는 mass flux를 의미한다.  

 

 
f

F  S U     (3.18) 

 

식 (3.17)과 (3.18)은 셀 중심으로부터 계산된 변수 의 face 값을 

필요로 한다. 이는 대류항에 대한 차분도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3.4.1.2 대류 차분 도식 

대류 차분 도식은 변수  의 face 값을 인접한 셀 중심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이때 변수  의 face 값은 인접한 셀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할 것이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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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Linear interpolation (central differencing) 

 

Fig. 3-8 은 선형보간의 예시이다. 인접한 셀 P 와 N 사이 

face 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 식 (3.19)와 같은 중심차분법을 

도입한다. 

 

(1 )f x P x Nf f        (3.19) 

 

이때 xf 는 interpolation factor 를 의미하며 이는 식 (3.20)과 같이 

face와 인접한 셀 중심과의 거리에 대한 비율로 정의된다.  

 

x

fN
f

PN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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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정렬격자에 대한 2 차 정확도를 가지는 도식이다. 그러나 

대류항에 중심차분법을 적용했을 경우 대류항이 지배적인 유동의 

경우에 임의의 물체 경계층 주위에서 비물리적인 진동이 발생하여 

해가 발산하기도 하기에 주의 깊은 사용을 필요로 한다. 

해의 발산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이산화 도식으로는 변수  의 

face 값을 유동 방향에 따라 정해주는 상류/하류 차분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해의 유계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치확산에 의해 해의 정확도 측면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혼합차분도식의 경우 상류차분도식과 중심차분도식을 혼합하여 

해의 정확도와 유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때 

혼합계수를 도입하여 수치확산의 정도를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류항의 이산화에 있어 정확도와 수치적 유계성의 

확보를 위해 여러 수치기법들이 SNUFOAM에 개발/적용되고 있다.  

 

3.4.1.3 확산항 

확산항의 경우도 대류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산화할 수 있다. 

변수  의 face 값은 인접한 셀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할 것이라 

가정하고, 식 (3.15)를 확산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 ( )
P

f ffV
f f

dV                   S S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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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칼라  는 보간을 통해 간단히 구할 수 있으나  
f

 S

는 격자 의존성이 매우 큰 항이다. Fig. 3-9 에서 만약 격자가 직교 

격자인 경우 d 벡터와 S 벡터는 평행하다. 

 

 

Figure 3-9. Decomposition of non-orthogonal cell 

 

이때 직교 격자에서 변수  의 face gradient 는 식 (3.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2차 정확도를 가진다. 

 

   N P

f

 



  S S

d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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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교 격자의 경우 식 (3.25)를 적용할 경우에도 수치기법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격자와 Fig. 3-8과 같이 직교 벡터 Δ와 비직교 

벡터 k  를 도입하여 S 벡터를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한다. 그에 

따라  
f

 S 는 다음과 같은 식 (3.26)로 표현할 수 있다. 

 

   N P

f f

 
 


     S Δ k

d   (3.26) 

 S Δ k      (3.27) 

 

식 (3.26)의 우변 첫 번째 항은 직교성분에 관한 항이며 두 번째 

항은 비직교성분에 관한 항을 나타낸다. Δ 벡터에 관한 여러 non-

orthogonal correction approach 들을 통해 비직교 격자에서의 변수 

의 face gradient 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직교성이 매우 큰 

격자의 경우 non-orthogonal correction 에 의해 해의 발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correction을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LES해석의 경우 전체 방정식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격자 생성 

시 비직교 격자의 생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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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소스항 

소스항의 이산화 형태를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항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유계성과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스 항의 경우 식 (3.28)과 같이 선형화된다.  

 

( ) u PS S S        (3.28) 

 

이때 uS 는 소스 항에서의 변하지 않는 상수항을 의미하고 PS 는 

변수  에 의해 선형적인 값을 갖는 항을 의미한다. 식 (3.12)에 

따라 소스항에 대한 공간 적분을 취하게 되면 식 (3.29)와 같이 

표현된다. 

 

( )

P

u P P P P

V

S dV S V S V       (3.29) 

 

3.4.2 시간항의 이산화 

시간항의 이산화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 기법이 존재하는데, 

이산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계산과정에서 

수송방정식이 2 차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Crank-Nicolson 도식은 2 차 정확도를 가지며 항상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계산량이 많고 해의 유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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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의 식 (3.8)은 수송방정식의 적분형을 다시 한번 

나타낸다. 

 

( ) ( )

( )

P P P

P

t t

t V V V

t t

t V

dV dV dV dt
t

S dV dt





    







 
       

 
  

   

 

U

 (3.8) 

 

검사체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식 (3.8)에 앞에서 정의한 

이산화 기법(3.17, 3.24, 3.29)을 적용하면 식 (3.30)과 같이 표현되며, 

이 형태는 수송방정식의 반 이산화 형태이다. (Hirsh, 1991) 

 

 

( ) ( )
t t

P f f f
t

f fP

t t

u P P P P
t

V F dt
t

S V S V dt




  







  
      

  

 

 



S

  (3.30) 

 

시간 전진에 대한 함수식 (3.6)을 고려하면 식 (3.31, 3.32)와 같다. 

n n o o

P P P P

Pt t

     
 

  
   (3.31) 

1
( ) ( )

2

t t
o n

t
t dt t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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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 는 ( )t t  를 의미하며, 

o 는 ( )t 를 의미한다. 앞서 

정의한 반 이산화 형태(식 3.30)에 시간 전진을 고려한 식 (3.31, 

3.32)를 적용하면 식 (3.33)과 같이 정리된다. 

 

1
( )

2

1
[( ) ( ) ( ) ( ) ]

2

1
( )

2

n n o o
n oP P P P

P f f

f f

n o

f f f f

f

n o

u P P P P P P P

V F F
t

S V S V S V

 

   
 

   

 


 



       

  

 

 S S
  (3.33) 

 

이 형태는 Crank-Nicolson 도식을 적용한 시간항의 이산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 차 정확도를 가진다. 대류항과 확산항에 

대해 적절한 차분기법을 적용하면 식 (3.34)와 같이 대수 방정식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n n

P P N N P

N

a a R      (3.34) 

 

이때 Pa 와 Na 은 대수 방정식의 계수행렬에 해당하며 이를 전체 

계산영역에 해당하는 셀에 대해 합성하게 되면 지배방정식에 

대응하는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치해석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속과 첫 번째 cell 의 간격, 시간 전진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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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 식 (3.35)와 같이 정의된 CFL (Courant-Friedrichs-Lewy) 

number 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 조사에 의해 0.5~1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f
Co

t






U d
    (3.35) 

3.4.3 경계조건의 부여 

모든 CFD 문제들은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모든 

유동변수에 관한 초깃값들은 유동영역 전체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계조건은 크게 수치적 경계조건과 물리적 

경계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치적 경계조건에는 두 가지 

기본 타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Dirichlet 경계조건이다. 이는 

경계에서의 변수의 값을 미리 정의해주는 타입이다. 두 번째는 von 

Neumann 경계조건이며 이는 경계에서의 변수의 구배를 미리 

정의해 주는 타입이다. 이러한 경계조건들은 앞서 만들어진 대수 

방정식(식 3.34)에 포함되며 유동 해석에 있어 필수적이다. 

물리적 경계조건은 대칭 평면, 벽, inlet과 outlet 등의 유동 조건을 

의미한다. 이런 물리적 경계조건들은 수치적 경계조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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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수치적 경계조건 

Fig. 3-10 은 boundary face 에서의 검사체적을 나타낸다. Boundary 

face 에서의 비직교성을 처리하기 위해 face area vector 를 직교성분 

Δ와 비직교성분 k로 분해한다.   

 

Figure 3-10. Control volume with a boundary face 

 

k 는 face 와 평행하며 직교성분 Δ는 S 와 동일하다. 셀 중심과 

boundary face의 사이를 나타내는 벡터는 식 (3.36)과 같다. 

 

n




S d S
d

S S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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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correction vector k 는 사용하지 않고 

boundary face에서의 비직교성을 처리한다. 

- Fixed value boundary condition 

고정값 경계조건의 경우 임의의 변수  가 face b 에서 b 로 

정의된다. 대류항의 경우 식 (3.17)의 정의에 의해 식 (3.37)과 같은 

값을 가지며 이때 bF 는 face b에서의 mass flux이다. 

 

b bF       (3.37) 

 

확산항의 경우 식 (3.26)의 정의에 의해 식 (3.38)과 같이 

표현된다.  

 

  b P

b

n

 



  S S

d    (3.38) 

 

- Fixed gradient boundary condition 

고정 압력구배 경계조건의 경우 식 (3.39)와 같이 임의의 변수 

 의 구배와 boundary face 의 단위 법선벡터와의 내적을 통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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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g
 

   
 

S

S
   (3.39) 

 

대류항의 경우 경계에서의 변수 b 는 식 (3.40)과 같이 인접 셀 

중심에서의 값과 경계에서의 변수의 구배에 의해 정의된다. 

 

( )b P n b P n bg        d d   (3.40) 

 

확산항의 경우 식 (3.24)를 이용하고,  
b

 S 의 값이 bgS 임을 

고려하면 식 (3.41)과 같이 정의된다.  

 

( )b bg S      (3.41) 

 

3.4.3.2 물리적 경계조건 

물리적 경계조건은 각각의 물리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적 경계조건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동장을 

비압축성으로 가정하였을 때 물리적 경계조건의 일반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언급된 경계조건을 유동 해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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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let boundary condition  

Inlet 에서의 속도경계조건은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고,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압력구배가 0 이 되도록 설정한다. 또한, 

입구에서의 운동에너지와 에너지 소산율의 값은 통상적으로 난류 

강도와 길이스케일에 근거하여 예측하여 제공한다. 

- Outlet boundary condition 

출구의 위치가 기하학적 교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유동은 결국 유동 방향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완전발달 상태에 

도달한다. 통상적으로 출구의 위치는 이러한 완전발달 영역에 

위치하도록 한다. Outlet 에서의 경계조건은 항상 질량보존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경계면으로부터 첫 번째 셀에 위치한 값을 

경계면에서의 속도분포로 투영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량보존을 만족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경계면 반대로 들어오는 

backflow 가 발생했을 때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압력구배가 0이 되도록 설정한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압력분포를 미리 정의하는 것이다. 압력에 

대한 고정값 경계조건을 적용한다. 이때 속도에 대한 경계조건은 

속도구배가 0이 되도록 설정한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외부유동이나, 

자유수면 유동, 부력에 의한 유동, 다수의 출구를 가지는 유동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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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metry boundary condition 

대칭 경계조건의 경우 모든 변수에 대한 법선 방향의 구배가 

0 이 되도록 설정한다. 이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유동과 스칼라 

유속이 0임을 의미한다. 

- Periodic or cyclic boundary condition 

유동장이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 적용한다. 출구 

순환경계를 통한 유출과 입구 순환경계를 통한 유입이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 No-slip wall boundary condition 

벽면에서의 속도는 벽 자신의 속도로 정의한다. 벽면이 고정된 

경우 속도는 0 으로 설정하고, 벽면이 움직이는 경우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정의한다. 벽면을 통과하는 flux 는 0 이 되어야 하며, 

압력구배도 0이 되도록 설정한다. 

 

3.5 자유수면 처리기법 

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에서의 상경계면 포착기법 중 하나인 

VOF (volume of fluid)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자유수면과 같이 

상경계면의 길이가 셀 크기에 비해 긴 경우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다. 체적분율은 셀에서 액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며 체적분율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통해 상경계면을 

표현한다. 비압축성 유동장에서의 상경계면의 수송방정식은 식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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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
t


 


    


U    (3.42) 

 

이때,  는 체적분율을 의미하며 0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  인 경우 공기, 1  인 경우 물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0.5  인 영역을 상경계면으로 나타낸다. U 는 유동장의 속도를 

나타내며 체적분율의 도입으로 인해 유체의 밀도와 점성계수는 식 

(3.43, 3.44)와 같이 수정된다.  

 

(1 )w a         (3.43) 

(1 )w a         (3.44) 

 

이때 w 와 a 는 각각 물과 공기의 밀도를 의미하며, w 와 a 는 

각각 물과 공기의 점성계수를 의미한다. 식 (3.42)와 같이 

자유수면의 거동은 시간에 따른 변화와 주어진 속도장에 의해 

결정된다. 추가로 3.1 절에서 언급한 동적경계면 압축기법을 

적용하여 상경계면에서의 압축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비물리적인 상경계면의 형상을 억제하여 실제 물리현상과 유사한 

자유수면의 형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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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압력-속도 연성기법 

비압축성 유동의 경우 밀도는 상수가 되고 정의에 따라 압력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 경우 압력과 속도의 연계는 유동장을 해석할 

때 하나의 제약조건이 된다. 방정식의 비선형성과 압력-속도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은 Patankar and Spalding (1972)의 SIMPLE 

알고리즘과 같은 반복적 해석방법을 채택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압력-속도의 연성을 위해 압력 방정식을 도입한다. 압력방정식의 

정의는 반 이산화된 운동량방정식인 식 (3.45)으로부터 출발한다. 

 

P P N N

N

a a S p  U U     (3.45) 

 

P 와 N 은 각각 owner 셀과 neighbor 를 의미하고, Pa 와 Na 은 

각각의 방정식의 계수행렬을 의미하며 S 은 소스항을 의미한다. 

방정식의 단순화를 위해 새로운 기호 ( )H U 를 도입하였다. 이는 

운동량방정식 행렬에서 비대각 성분을 나타낸다. 새로운 기호를 

도입한 운동량방정식은 식 (3.46)과 같다. 

 

P Pa p U H(U)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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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6)에 비압축성 연속방정식 0 U 을 적용하면 다음의 

비압축성 압력방정식을 도출한다.  

 

0
P P

p

a a

   
     

   

H(U)
  (3.47) 

 

PISO (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 알고리즘은 비정상 

유동에 대한 압력-속도 연성 기법이며 Issa (198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하나의 predictor 단계와 두 개의 corrector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Fig. 3-11은 PISO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먼저 Predictor step 에서는 추정된 또는 중간단계의 압력장을 

이용하여 SIMPLE 알고리즘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산화 운동량방정식을 풀어 속도성분을 구하고 다음 압력 

수정방정식을 풀어 수정된 압력장을 구한다. 그 후 수정된 압력을 

통해 속도와 압력을 수정한다. Corrector step 1 에서는 앞서 계산된 

압력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속도성분들은 연속방정식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 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첫 

번째 수정 단계를 도입한다. Corrector step 2 에서는 SIMPLE 

알고리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단계에서 계산된 속도 성분과 

압력의 두 번째 수정을 수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Issa, 1986; 

Wesseling, 2001)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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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Flowchart of PISO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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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난류 유동 해석기법 

먼저 난류의 중요 특징부터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레이놀즈수(Re)는 물리적 유동의 관성력이 점성력보다 얼마나 큰 

비율을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다. 많은 실험적 연구들에 

의해 외부유동에서 층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천이구간의 임계 Re 

수는 Re = 105 의 크기를 가진다. 임계 Re 보다 작은 Re 에서의 

유동은 난류 유동보다 유체의 점성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이때는 이웃한 유체들끼리의 침범이 없이 질서 있게 흘러가며 

대체로 정상상태가 유지된다. 이 영역의 흐름은 층류에 해당한다. 

임계 Re 보다 큰 Re 에서의 유동은 유체의 관성력이 점성력보다 

매우 큰 조건이 유지된다. 이 영역에서는 경계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어도 유동은 비정상상태가 되며 유체의 모든 변수가 

시공간적으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며 무질서하다. 이 영역의 흐름을 

난류라고 부르며 한 점에서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면 Fig. 3-

12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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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Time series of velocity component at one point 

 

이처럼 난류는 불규칙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예측 불가능하며, 

항상 3 차원적인 성질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개별 유동 구조의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 접근을 통해 해석하게 된다. 또한, 

작은 와를 통한 운동량, 열에너지, 질량의 확산이 분자운동을 통한 

확산보다 크게 작용한다. 확산된 운동량은 작은 스케일의 와로 

나뉘고 Kolmogorov length scale 이하의 와 스케일에서는 결국 점성에 

의해 열에너지로 소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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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URANS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난류의 무질서한 성질로 인하여 모든 유체입자의 운동을 

경제적으로 모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난류가 평균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통계적 

접근방법 중 대표적인 Reynolds decomposition 은 시간에 따른 난류 

유동의 성분을 평균성분과 요동성분으로 나눈다. 이를 속도성분에 

대해 적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다: ( ) 'u t u u  , 평균 성분 u , 

요동성분 'u . 모든 유동변수에 대해 Reynolds decomposition 을 

수행하고 이를 지배방정식에 대입하면 식 (3.48, 3.49)와 같이 

표현된다. 

 

'( )
0i i

i

u u

x

 


      (3.48) 

' ' 2 ''
' '( ) ( ) ( )1 ( )

( ) ( )i i i i i i

j j i i

j i j j

u u u u u up p
u u f f

t x x x x




      
     

    
  

 (3.49) 

 

위의 지배방정식에 다시 시간 평균을 취하면 따라서 아래의 식 

(3.50, 3.5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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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i i

i

u u

x

 



    (3.50) 

' ' 2 ''
' '( ) ( ) ( )1 ( )

( ) ( )i i i i i i

j j i i

j i j j

u u u u u up p
u u f f

t x x x x




      
     

    
  

(3.51) 

 

이때 요동 성분의 시간 평균값이 0 임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식 (3.52, 3.53)이 된다. 

 

0i

i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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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2
1 i ji i i

j i

j i j j j

u uu u up
u f

t x x x x x




  
    

     
   (3.53)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 (3.52, 3.53)은 URANS (unsteady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라고 부르며 이때 식 (3.53)의 우변 

마지막 항은 지배방정식의 시간 평균 과정에서 대류항에 의해 

새롭게 유도된 항이며 이를 Reynolds stress 라고 한다. 6 개의 

Reynolds stress는 비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난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유동 방정식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닫히도록(close)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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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는데, 그 중 Boussinesq (1877)는 Reynolds stress가 

평균변형률에 비례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 (3.54)를 

제안했다. 

 

' ' ' '2 1
,

3 2

ji

ij i j t ij i i

j i

uu
u u k k u u

x x
  

 
      
  
 

  (3.54) 

 

이 식은 Reynolds stress 를 난류 점성계수( t )와 난류 

운동에너지(k)의 합으로 나타내며 ij 는 Kronecker delta 를 의미한다. 

난류 점성계수는 와 형성으로 인해 주위에 운동량이 전달되는 

양상이 점성으로 인한 확산 현상과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길이스케일(length scale)과 속도스케일(velocity scale)의 곱에 비례한다. 

또한, 레이놀즈 수직 응력이 등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6개의 Reynolds stress 성분은 2개의 성분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가장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RANS 난류 모델의 분류는 RANS 

유동 방정식과 더불어 추가로 풀어야 할 방정식의 개수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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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equation model 

Prandtl (1925)은 식 (3.55)와 같이 난류 점성계수를 가정하는 

mixing length model 을 제안하였다. 운동량의 교환이 활발하게 

행해지는 길이스케일을 혼합거리( ml )로 하여 난류 점성계수를 

가정하였다. 

2

t m

u
lu l

y



 


   (3.55) 

 

여기서 혼합거리는 대수적인 경험 식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대기 

또는 해양 모형 등 다루는 대상이 큰 경우에 대한 거시적 예측에 

사용한다. 이 모델은 적용이 쉽고, 경제적이며 후류 및 경계층과 

같은 얇은 전단층의 경우 예측능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동 박리와 재순환 유동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One equation model 

Spalart and Allmaras (1992)는 식 (3.56, 3.57)과 같이 한 개의 

수송방정식을 풀어 난류 점성계수를 가정하는 Spalart-Allmaras 

model을 제안하였다.  

 

1t vf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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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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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b b w w

D
C S C C f

Dt d

 
    



 
         

 
 (3.57) 

이때  는 작동변수이며 식 (3.57)의 수송방정식을 따른다. 1vf 는 

경험 식에 의해 계산된다. 이는 강건하고 매우 경제적이며 약한 

박리가 있는 2 차원 벽면 경계층 유동 해석에 있어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3차원 유동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다. 

 

- Two equation model 

재순환 유동과 같이 대류와 확산으로 인한 난류생성과 소멸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단순한 산술식의 형태로 혼합길이를 

나타내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난류의 

동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Launder and Spalding (1974)가 제안한 

표준 k  모델은 난류가 운동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2

, ~ , T

k k
u k l C

l
 


    (3.58) 

 

차원해석을 통해 식 (3.58)과 같이 난류 점성계수를 표현하며 k 와 

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아래의 식 (3.59, 3.60)과 같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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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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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표준 k  모델은 고 레이놀즈수 모델로 점성효과가 난류효과를 

지배하는 벽면근처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벽함수들의 

처리방법이 사용된다. 이 모델은 강건하고 경제적이며 넓은 영역의 

Re 에서도 합리적인 정확도를 제공한다. 그러나 천이영역에서 

부정확하다. 이외에도 RNG k   model, Realizable k   model 등 

표준 k  모델을 보완한 난류 모델들이 있다. 

Wilcox (1988)가 제안한 k   model 은 난류 진동수 / k  를 

제 2 의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변수를 사용한다면 길이스케일은 

/l k  가 된다. 이를 통해 벽 근처에서의 유동을 비교적 잘 

모사하였으나 자유 흐름에서의 경계조건을 적용하는 유동에서 

비물리적인 거동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Menter (1992)는 벽 인접 지역에서는 

k   모델을, 벽에서부터 충분히 발달한 난류 지역에서는 k   

모델을 사용하는 k   SST 모델을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k   모델 

과 k   모델의 장점만을 혼합한 hybrid 기법이며 3 차원 유동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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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압력구배 등 복잡한 유동에서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3.7.2 LES (large eddy simulation) 

RANS 기반의 2-방정식 난류 모델은 난류에너지 생성과 수직 

응력의 비등방성으로 인한 난류 응력 사이의 관계를 포착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변형률과 체적력이 난류에 미치는 효과도 옳게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모든 스케일의 와에 대한 직접수치모사를 

수행하는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는 Kolmogrov 스케일의 

유동 구조까지 해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4Re  이상의 격자 수를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로 DNS 는 낮은 Re 에서의 해석에만 

사용되며 이렇게 많은 격자 수를 사용하여 공학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LES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이 도입되었다. LES 는 지배방정식에 공간 필터링 

연산을 통해 대형 와와 소형 와를 분리한다. 이를 통해 격자로 

해상할 수 있는 큰 스케일의 와와 그 이하의 작은 와로 분리하여 

전자는 직접수치모사를 통해 계산하고 후자는 SGS (sub-grid scale) 

모델을 도입하여 모델링한다. LES 에서 공간 필터링 연산은 필터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 '

1 2 3( , ) ( , , ) ( , )t G t dx dx dx 
  

  

   
' '

x x x x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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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t x 는 필터 처리된 함수, ( , )t x 는 필터링 되지 않은 

원래의 함수,  는 절단 폭(cutoff width)를 의미한다. ( , )t x 는 

필터과정을 통한 성분인 ( , )t x 와 아 격자 성분인 
' ( , )t x 로 

재구성될 수 있다. 

 

'( , ) ( , ) ( , )t t t   x x x   (3.62) 

 

식 (3.61)은 필터링이 하나의 적분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LES 는 시간에 대한 적분이 아닌 3 차원 공간에서의 적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절단 폭은 계산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와의 

크기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격자 크기보다 작은 절단 폭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장 공통적인 선택은 절단 

폭을 격자 크기와 같은 정도로 잡는 것이다. 3 차원 계산에서 격자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절단 폭은 격자 셀 체적의 세제곱근으로 

잡는다. 

 

3 x y z         (3.63) 

 

3차원 LES 계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필터링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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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filter: 

31/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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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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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필터는 격자 간의 물리적 공간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어 

FVM 을 이용한 LES 에서 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aussian 

필터는 실제 성분과 필터링 된 성분 간의 스펙트럼 변환이 쉽게 

얻어지는 장점이 있다. Spectral 필터는 연구중심의 문헌들에서 

선호되고 대형 와와 소형 와 스케일의 분리 측면에서 유용하며 

주로 spectral method 에 사용된다. 상기의 필터링 함수를 적용한 

필터링 된 비압축성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은 식 (3.64, 3.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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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식 (3.65)의 대류항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SGS 레이놀즈 

응력(SGS Reynolds stresses)라고 부르는 비선형항들의 

필터링으로부터 생기는 미지항이 생긴다. 

 

ij i j i ju u u u       (3.66) 

 

식 (3.66)에 식 (3.62)를 적용하면 식 (3.67)과 같이 된다. 

 

' ' ' '( ) ( )ij i j i j i j i j i j ij ij iju u u u u u u u u u L C R          (3.67) 

 

이를 통해 SGS 레이놀즈 응력이 기여하는 바를 세 가지의 

응력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ijL 는 완전히 해상된 스케일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횡응력 ijC 는 SGS 와와 해상된 

유동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LES 레이놀즈 응력 ijR 는 SGS 

와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운동량의 소산효과를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LES 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식 (3.68, 3.69)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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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RANS 방정식에서의 레이놀즈 응력과 같이 SGS 레이놀즈 

응력도 모델링 되어야 한다. SGS 레이놀즈 응력의 모델링에 따라 

여러 가지 LES 모델들이 적용되고 있다. 

 

- Smagorinsky-Lilly SGS model 

Smagorinsky (1963)는 작은 와는 거의 등방성의 특성을 띨 것이며 

해상되지 않은 작은 와가 해상된 유동에 미치는 효과는 Boussinesq 

가설을 통한 모사로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Smagorinsky 의 SGS 모델에서 국부적인 SGS 레이놀즈 응력은 국부 

변형률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1 1
2

3 3

ji
ijij SGS ii ij SGS ii ij

j i

uu
S

x x
      

 
       

   
 (3.70) 

 

2 2( ) ( ) 2SGS SGS SGS ij ijC S C S S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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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70)을 통해 모델링 된 SGS 수직 응력의 합은 SGS 와의 

운동에너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3.71)을 통해 SGS 

점성계수를 하나의 길이스케일과 속도스케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SGS 와의 크기는 필터링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길이스케일로는 절단 폭(  )을 선택하며 속도 

스케일은 길이스케일과 평균 변형률의 곱으로 ( S ) 나타낸다. 

여기서 모델 계수인 SGSC 는 유동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Lilly 

(1967)는 에너지 스펙트럼 이론에 따라 0.17 ~ 0.21SGSC  의 값을 

제안하였고, 난류 유동에 LES 해석을 처음 적용한 Deardoff (1970)는 

0.1SGSC  의 값을 제안하였으며 Rogallo and Moin (1984)은 

유동특성과 격자계의 필터 함수가 변화하더라도 0.19 ~ 0.24SGSC 

의 값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모델 계수는 유동특성, 필터링 

기법 등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어 유동 해석에 있어 

범용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아 격자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로의 에너지 전달인 back-scatter 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모델 계수를 전체 계산영역에 고정시키지 않고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동적으로 모델 계수 값이 결정되는 dynamic 

SGS model 등이 개발되었다.  

 

- Dynamic Smagorinsky SGS model 

복잡한 유동특성을 갖는 물체의 수치모사는 일정한 모델 계수를 

사용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German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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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0)과 Lilly (1992)는 모델 계수 SGSC 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SGSC 가 해상된 유동장의 움직임에 따라 동적으로 계산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런 기법은 해석 전에 SGSC 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동적 SGS 모델은 두 개의 필터링 

연산적용에 기초하여 SGSC 의 값을 계산한다. 추가적인 테스트 

필터(  )의 넓이는 기존 필터(  )넓이의 두 배이며 이를 

지배방정식에 적용하면 식 (3.72, 3.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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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ijT 는 subtest-scale stress로 식 (3.74)와 같이 정의된다. 

 

ij i j i jT u u u u      (3.74) 

 

이를 스케일 상사성에 의거하여 Smagorinsky-Lilly model 에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모델링하면 식 (3.75, 3.7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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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2 2( ) ( ) 2SGS SGS SGS ij ijC S C S S         (3.76) 

 

격자에 의해 필터링 된 SGS 성분과 테스트 필터에 의해 필터링 

된 SGS 성분을 Germano identity (Germano et al., 1990) 에 의해 

정리하면 식 (3.77)과 같다 

 

( )ij ij i j i j i j i j

i j i j ij

T u u u u u u u u

u u u u L

    

  
  (3.77) 

 

새롭게 정의된 응력 성분 ijL 은 테스트 필터 스케일과 격자 

필터스케일 사이에서 해상된 가장 작은 응력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ijL 은 식 (3.77)을 통해 해상된 유동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GSC 를 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63 

 

2

2

3

2

2

ij

ij kk ij SGS ij SGS

ijij

ijij

L L C C

S S

S S


 





  

  

  

   (3.78) 

 

식 (3.78)에서 우변 마지막 항의 SGSC 는 테스트 필터가 적용되어 

있지만, 계산상의 단순화를 위해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3

ij

ij kk SGS ij ijL L C


       (3.79) 

 

식 (3.79)을 Lilly (1992)가 제안한 최소자승법에 적용하면 다음의 

식 (3.8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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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SGSE C    임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식(3.81)을 통해 SGSC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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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모델 계수 SGSC 는 시간 및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정의되고 time step 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음의 

점성 계수값이 존재함에 따라 아 격자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로의 

에너지흐름을 의미하는 back-scatter 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의 

점성 계수값이 너무 큰 경우 수치적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의 발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수치적 안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SGSC 값이 음일 경우 SGSC 의 값을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주는 clipping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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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치해석 조건 

3.8.1 해석자 

본 연구에서는 조선해양공학 특화 CFD 코드인 SNUFOAM 을 주 

해석자로 선정하였다. SNUFOAM 에 구현된 동적경계면 압축기법, 

격자변형기법, 6 자유도 운동해석 기법들을 기반으로 선박의 

6 자유도 운동, 프로펠러 단독성능해석, 캐비테이션 해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RANS, LES 등의 난류 유동 해석기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경계면의 압축량을 유동장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계산하는 SNUFOAM 의 동적경계면 

압축기법을 차용하였다. 또한, 모델계수 SGSC 를 유동장내에서 

동적으로 계산하는 LES 난류 모델인 dynamic Smagorinsky 모델을 

SNUFOAM에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8.2 해석영역 및 격자계 

본 연구 목적인 자유수면 효과에 대한 물리적 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수면관통물체 단면을 수직 방향으로 길게 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2 차원 유동만이 발생하는 깊은 수심에서의 

유동과 자유수면 근처에서의 3 차원 유동과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영역과 격자계는 수면관통물체의 

종류와 난류 유동 해석기법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경계면의 이름과 

위치는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해석영역의 크기는 수면관통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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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걸쳐 넓게 설정하여 유동장의 변화가 경계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면관통물체의 대표 길이 L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자유수면의 복잡한 거동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모든 해석 케이스에 대해 Fig. 3-13 과 같이 자유수면 근처 

영역 ( 0.15 0.1 )m z m   에서 격자를 조밀하게 구성하였으며 

격자의 형태는 육면체 형태의 격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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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Free-surface mesh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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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영역과 격자계의 선정은 앞서 정의한 수면관통물체, 유동 조건 

및 난류 유동 해석기법에 따라 URANS/LES case로 구분된다. 

 

- URANS case (Model 1) 

Fig. 3-14 는 Model 1 의 URANS 해석을 위한 격자계를 나타낸다. 

물리적경계조건을 위주로 설명하면 wall이 가리키고 있는 경계면은 

수면관통물체가 위치한 경계면이다. 해석영역의 형태는 symmetry 

경계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데, 이는 수면관통물체의 단면이 

축 대칭 형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그에 따른 물리적 현상들도 

대칭성을 가질 것이라 가정하여 해석영역 또한, 축 대칭의 형태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그 크기는 대표 길이 L을 바탕으로 3.6L < X 

< 10.5L, 0 < Y < 12L, -2L < Z < L 이다.  

Table 3-1 은 Model 1 에 상용된 격자계를 나타낸 표이다. 격자 

수는 각각 coarse, medium, fine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이는 

Model 1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한 합리적인 값으로 선정하였다. 

정확한 자유수면 형상의 모사를 위해서 자유수면 근처 영역

( 0.15 0.1 )m z m   에서 조밀하게 격자를 구성하였다. 벽함수의 

적용을 위해 첫 번째 셀이 log layer 에 놓이도록 y+ 값을 30 < y+ < 

100-300 사이에 놓이도록 설정하였다. 작성된 세 가지 격자계를 

이용해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SNUFOAM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Medium grid를 기준으로 coarse grid와 

fine grid가 작성되었으며 refinement factor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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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Computational domain for URANS analysis 

 

 

Table 3-1. Grid system for Model 1 

Grids Grid points 

Coarse 251,932 

Medium 710,451 

Fine 2,0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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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NS case (Model 2) 

Model 2 의 URANS 해석에 대한 경계면의 정의는 앞서 표시한 Fig. 

3-14 와 동일하다. Model 2 역시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대칭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Model 2는 Model 

1 에 비해 날씬한 단면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에 따른 파계 발생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해석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산영역은 -5.5L < X < 10.5 L, 0 < 

Y < 10 L, -3L < Z < L 으로 선정하였다. 정확한 자유수면 형상의 

모사를 위해서 자유수면 근처 영역 ( 0.15 0.1 )m z m   에서 

조밀하게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벽함수의 적용을 위해 첫 번째 

셀이 log layer 에 놓이도록 y+ 값을 30 < y+ < 100-300 사이에 

놓이도록 설정하였다.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통해 해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Table 3-2 는 격자 의존성 테스트에 

사용된 격자계를 나타낸다. Medium grid 를 기준으로 coarse grid 와 

fine grid가 작성되었으며 refinement factor는 2이다. 

 

Table 3-2. Grid system for Model 2 

Grids Grid points 

Coarse 732,028 

Medium 2,070,487 

Fine 5,85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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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case (Model 2) 

Fig. 3-15 는 Model 2 의 LES 해석을 위한 격자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LES 해석의 경우 실제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 계산 영역의 선정에 있어 대칭성에 의한 생략을 수행하지 

않고 격자계를 작성하였다. 경계면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 URANS 

해석케이스와 유사하게 정의하였다. 또한,  Fig. 3-16 과 같이 

벽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난류 경계층 유동의 직접모사를 위해 

경계층에서의 격자를 매우 조밀하게 구성하여 유동 해석 중에 

항상 y+ 값을 1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계산영역의 크기는 -

5.5L < X < 10.5 L, -10 L < Y < 10 L, -3L < Z < L이며 격자 수는 8,763,562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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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Computational domain for LES analysis 

 

 

Figure 3-16. Boundary laye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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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수치기법 

- URANS case (Model 1 & 2) 

먼저 URANS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로는 k   SST model 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k   model 과 k   model 의 장점만을 

혼합하여 벽 인접 지역에서는 k   model 로 전환되고, 벽에서 

충분히 먼 난류 영역에서는 k   model 로 전환되는 형태의 난류 

모델이다. 이 모델은 다른 난류 모델보다 유동 박리를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운동에너지와 소산율은 난류 

강도 1 %와 수면관통물체의 특성길이를 기준으로 초깃값을 

선정하였다. 대류항과 확산항에는 높은 Peclet 수 에서의 spurious 

oscillation 을 억제할 수 있는 2 차 정확도의 TVD (total variation 

diminish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간항의 경우 2 차 정확도를 

가지는 Crank-Nicolson 기법을 적용하여 지배방정식 자체의 

정확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압력-속도 연성 기법으로는 PIMPL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또 수치해석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고려하여 CFL number는 1 이하로 고정하였다. 

 

- LES case (Model 2) 

LES 해석을 위한 난류 모델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여러 종류의 

난류 유동 현상과 Re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한 dynamic 

Smagorinsky model 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내용은 3.2.2 절에 서술하였다. 또한, 대류항 및 확산항에는 TVD 

기법을 적용하였고 시간항에는 Crank-Nicolson 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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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속도 연성기법으로는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 조사에 따라 CFL number는 0.5 이하로 고정하였다.  

 

3.8.4 경계조건 

-  URANS case (Model 1 & 2) 

경계조건은 Fig. 3-14에서 정의한 경계면에 따라 각각 부여하였다. 

Table 3-3 은 URANS 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 표이다. 유속 U 의 

경우 inlet.water, inlet.air 에서 동일한 크기의 고정값 경계조건으로 

부여하였고 wall 경계면에서는 no-slip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속도성분을 0 으로 고정하였다. symmetry 경계면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한 법선 방향 구배가 0 인 symmetry 조건을 적용하였다. 또 

outlet 에서는 인접 셀의 값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는 zeroGradient 

조건을 적용하였다. 압력 p 의 경우에는 outlet 과 symmetry 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zeroGradient 로 설정하였다. 난류 운동에너지 k, 

소산율 ω, 난류 점성계수 
t 의 경우 inlet 조건에서는 유속, 난류 

강도, 수면관통물체의 특성길이를 기반으로 한 물성값 값을 고정값 

경계조건으로 부여하였고, wall 경계면에서 벽함수를 적용하였으며 

outlet 에서는 zeroGradient 조건을 부여하였다. Phase 를 의미하는 

alpha는 inlet.water와 inlet.air에서 각각 1와 0의 고정값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자유수면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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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Boundary condition for URANS case 

property inlet.water inlet.air wall symmetry outlet 

U o
U = U  

o
U = U  U = 0  0

n






U
 zeroGradient 

p zeroGradient zeroGradient zeroGradient 0
p

n





 0p   

k 0k k  
0k k  kqRWallFunction 0

k

n





 zeroGradient 

ω 0   
0   omegaWallFunction 0

n





 zeroGradient 

alpha 1   0   zeroGradient 0
n





 zeroGradient 

nut 
0t t   

0t t   nutkWallFunction 0t

n





 zeroGradient 

 

- LES case (Model 2) 

경계조건은 Fig. 3-15에서 정의한 경계면에 따라 각각 부여하였다. 

Table 3-4 는 URANS 해석에 적용된 경계조건 표이다. LES 해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RANS 해석에서 적용한 경계조건과 유사하다. LES 

해석에서는 
SGS  (subgrid-scale viscosity)가 변수로 추가되었으며 y+ 

값을 1 이하로 낮추어 wall 경계면에서 벽함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3 차원 유동 현상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 유동 현상에 

대한 축 대칭 가정을 적용하지 않고 full body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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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Boundary condition for LES case 

property inlet.water inlet.air wall outlet 

U o
U = U  

o
U = U  U = 0  zeroGradient 

p zeroGradient zeroGradient zeroGradient 0p   

k 0k k  
0k k  0k   zeroGradient 

ω 0   
0   0   zeroGradient 

alpha 1   0   zeroGradient zeroGradient 

nut 
0t t   

0t t   0t   zeroGradient 

nuSGS 
0SGS SGS   

0SGS SGS   0SGS   zero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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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4.1 해석자 검증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쇄파 현상은 Fr=0.400 

근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SNUFOAM 을 통해 

수치해석적으로 재현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2.1 절에서 정의한 Model 1 을 기준으로 Fr=0.370 조건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3-1 에서 정의한 격자계에 따라 coarse, 

medium, fine 격자에 대한 격자 의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Figure 4-1. Grid dependency test for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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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은 격자 의존성 테스트 결과를 Rhee et al. (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각각 coarse, medium, fine 격자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격자 수 변화에 따라 표면파고 

측면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부 주위에서의 쇄파 현상을 실제 물리적 현상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trailing edge 근처에서의 

표면파고도 실험에서 측정된 표면파고와 비교하였을 때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라 medium 격자의 해석 

결과가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실제 현상을 충분히 모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medium 격자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4-2 는 Model 1 에 주위의 파고와 길이 방향 유속분포를 

나타낸다. 유동이 수면관통물체 전면에 입사하며 파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운동량 보존법칙에 따라 수면관통물체의 

어깨 주위에서 급격하게 파고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어서 

쇄파 현상이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험적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심영역을 확대하여 길이 방향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쇄파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음의 속도를 가지는 

성분들이 포착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쇄파 영역에서 난류 

경계층의 영향으로 압력복원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유동의 

반대방향으로 쏟아지는 형태의 유동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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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Wave elevation and longitudinal velocity of Model 1 (Fr=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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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은 수치해석 결과를 Metcalf et al. (2006)의 실험결과와 

동일한 프루드 수 조건에서 표면파고에 대해 비교한 그림이다. 

수면관통물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Kelvin 파형이 잘 발달함을 

알 수 있고 파고의 정량적인 크기 측면에서도 수치해석적으로 

실제 물리적 현상을 유사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3. Wave elevation contour of Model 1 



 

81 

 

Fig. 4-4 는 SNUFOAM 을 통한 표면파고 해석결과를 

수치해석결과(Rhee et al., 2005) 및 실험결과(Metcalf et al., 2006) 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쇄파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x/L=0.3~0.4 

구간에서는 자유수면 형상은 상용코드(FLUENT)와 SNUFOAM 모두 

비슷한 예측 수준을 보이나 x/L=0.6 이후의 구간에서 압력복원에 

의한 효과는 SNUFOAM 의 경우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상용코드의 유동 해석 알고리즘이 

수치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수면의 모사에 약점이 있다. SNUFOAM 은 

자유수면의 정확한 모사와 정도 높은 해석을 위해 matrix solver 의 

수렴판정 기준이 상용코드에 비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석시간과 해석 안정성의 측면에서 상용코드가 

유리하나 SNUFOAM 해석이 상용코드 해석보다 정도 높은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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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Comparison of surface wave elevation 

 

Fig. 4-5 는 Model 1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압력계수이다. 먼저 

유동이 들어오는 방향인 x/L=0 부근에서 강한 정체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쇄파영역 구간인 x/L=0.3~0.4 에서는 강한 

음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면관통물체 후면으로 

갈수록 서서히 압력이 복원되고 있다. 압력의 절대적인 크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압력분포의 양상은 실험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유수면 난류 

유동에 있어 SNUFOAM 통한 유동 해석의 타당성과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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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urface pressure (Cp) of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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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난류 모형 비교 

결과분석에 앞서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Model 2 와 동일한 

형상을 토대로 한 Seo (2016)의 실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확인하고 

정의하였다.  

Fig 4-6 은 수면관통물체를 대상으로 Fr 변화에 따른 자유수면의 

형상을 나타낸다. 먼저 Fr=0.282 조건에서는 수면관통물체의 주위의 

전형적인 물리현상인 Kelvin wave 가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잔잔한 수면형상을 보이나 trailing edge 주위에서 자유수면의 요동이 

약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r=0.400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Kelvin 

wave 가 발생하였으며 trailing edge 주위에서의 격렬한 자유수면의 

요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쇄파현상에 의해 자유수면에 

공기혼입으로 인한 거품이 발생하고, 이 거품들이 Kelvin wave 

영역에서 넓게 퍼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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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Wave pattern around the Model 2 (Seo, 2016) 

 

Fig. 4-6 은 Seo (2016)의 수면관통물체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Fig. 4-7 과 같이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중요한 물리적 현상을 표시하였다. 

- 수면관통물체 어깨부에서 발생하는 Kelvin wave 

- 수면관통물체 후면부 주위의 bubbly free-surface 

- 수면관통물체 후류의 Knobby free-surface 

- Kelvin wave와 knobby region 사이의 recircul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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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Free-surface behavior around the Model 2 (Seo, 2016) 

 

이러한 물리적 현상들을 수치해석적으로 재현하고자 URANS/LES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비교검증을 수행하였다. 비교검증을 위해서 Seo (2016)의 

실험결과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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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URANS 해석결과 

해석결과는 Fr 변화(Fr=0.282, 0.400)에 따라 각각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 Fr=0.282 

Fig. 4-8 은 Fr=0.282 조건에서의 실험과 URANS 해석 간의 

자유수면 형상비교이다. 동일 조건에서 Re는 57.61 10 이다. 유동이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에 입사함에 따라 압력증가에 따른 파고가 

증가하였고 다시 압력이 복원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Kelvin wave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수면관통물체 길이에 절반에 

해당하는 파의 발생으로 인해 수면관통물체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에서 파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자유수면의 

형상은 매끈하고 요동이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정상상태 유동이 나타난다.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와 

후면부에서는 정체압에 의한 파정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반면 

실험결과에서는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 공기의 혼입이 발생하지 

않는 매우 작은 스케일의 자유수면 요동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Model 1 에 대한 선행연구(Metcalf et al., 2006)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URANS 기법을 통한 유동 해석에서는 이처럼 매우 

작은 스케일의 요동은 해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URANS 기법의 

수학적인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URANS 기법은 지배방정식에 

대한 시간 평균의 적용을 통해 아주 작은 스케일의 운동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URANS 해석으로도 해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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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유동장 변화가 있어야만 수치해석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다. 

Fig. 4-9 는 수면관통물체 주위 자유수면에서의 길이 방향 유속과 

압력계수분포를 나타낸다. 수면관통물체에서의 어깨부는 

중앙부이며 (x/L=0) 이 근처 구간에서 유속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압력계수 분포를 통해 강한 정체압이 

수면관통물체 양 끝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8. Experiment snapshot and wave elevation (Fr=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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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Longitudinal velocity and Cp contour (Fr=0.282) 

 

Fig. 4-10 은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 측정한 표면파고에 대한 

실험결과와의 비교 그래프이다. 표면파고에 대해 전체적인 경향이 

잘 일치하고 있으나 유체의 점성효과에 의해 전면부에서 측정된 

파고의 높이가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 측정된 파고의 높이보다 

높다. 특히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인 x/L=-0.45~0.5 구간에서 다소 큰 

오차를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유동이 수면관통물체 주위를 

지나가며 난류 경계층에 의해 운동량이 손실되고 그로 인해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 압력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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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작은 스케일의 자유수면 요동에 따른 운동량 

손실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여 실험결과에 비해 높은 파고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4-10. Comparison of surface wave elevation (Fr=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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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0.400 

Fig. 4-11 은 Fr=0.400 조건에서의 실험과 URANS 해석간의 

자유수면 형상비교이다. 동일 조건에서 Re 는 61.08 10 이다. 먼저 

수면관통물체에 의해 형성되는 파의 길이는 수면관통물체 길이와 

동일한 수준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정은 각각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와 후면부에 있으며 수면관통물체의 후류 

유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Kelvin wave pattern 도 잘 나타나고 

있다. Fr=0.282 조건과 달리 수면관통물체 후면부 주위에서의 

자유수면의 요동은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시간 전진에 따라 자유수면 형상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비정상상태 유동임을 확인하였다.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와 

후면부에서는 정체압에 의한 파정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실험결과에서는 bubbly free-surface 구간에서 공기의 혼입이 

발생하며 복잡한 거동을 나타내는데 수치해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복잡한 유동은 수면관통물체 뒤의 

Kelvin wave 영역을 따라 knobby free-surface 로 변환되어 넓게 퍼져 

나간다.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의 쇄파현상에 따른 자유수면의 

형상도 비교적 잘 모사하고 있다. Fr=0.400 조건에서 발생하는 유동 

현상은 URANS 기법으로도 충분히 해상이 가능한 정도의 큰 

유동장 변화임을 알 수 있다. 

Fig 4-12 는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의 자유수면의 길이 방향 

유속과 압력계수 분포를 나타낸다. 먼저 유속분포의 경우 

쇄파현상이 발생하는 구간(x/L=0.3~0.5)과 수면관통물체 

끝(x/L=0.5)의 정체 구간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속도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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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쇄파 영역에서 앞으로 쏟아지는 유동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동장 내에 공기의 혼입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압력계수 분포를 보면 쇄파가 발생하는 

구간(x/L=0.3~0.5)에서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의 급격하게 

복원이 일어남에 따라 압력구배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분히 큰 스케일의 운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URANS 기법으로도 

실제 물리적 현상을 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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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Experiment snapshot and wave elevat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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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Longitudinal velocity and Cp contour near trailing edge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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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은 water volume fraction 0.1과 0.9의 isosurface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유수면의 번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면관통물체 후면부 쇄파 영역에서 크게 번져있는데, 이는 쇄파로 

인한 bubbly flow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원인은 VOF 

기법의 특성상 서로 다른 상이 섞이지 않게 되고 이는 중간 

정도의 밀도를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수면에서의 수치적 

번짐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Lee and Rhee (2015)의 동적경계면 

압축기법을 유동 해석에 적용하였다. 이 영역에서의 번짐에 의한 

영역 전체는 bubbly flow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 4-14 는 Model 2 에 대한 표면파고 그래프이다. Table 3-2 에서 

정의한 coarse, medium, fine 의 세 가지 격자계에 따라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동일조건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세 가지 

격자계에 따라 표면파고의 전체적인 경향을 잘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쇄파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는(x/L=-0.5~0.3)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에서는 실험에서 계측된 자유수면 형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쇄파 

영역(x/L=0.3~0.5)에서는 세 가지 격자계 모두 쇄파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 중 가장 조밀한 

fine 격자에서 쇄파에 의한 운동량 손실에 의한 수면형상과 쇄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쇄파 현상의 모사를 위해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 

격자분포는 길이 방향으로 0.008dx m , 높이 방향으로 

0.003dz m  수준의 격자를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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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의존성 테스트 결과를 통해 이후의 유동장 결과 해석에는 

가장 조밀한 격자인 fine 격자를 사용하였다.  

 

 

Figure 4-13. Isosurface of water volume fraction of 0.1 and 0.9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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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Comparison of surface wave elevation (Fr=0.400) 

 

Fig. 4-15 는 길이 방향 속도가 0 인 isosurface 를 나타낸다. 이 

영역은 자유수면과 수면관통물체 끝 사이의 juncture 에서 나타나는 

정체 유동을 의미한다. 이는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의 정체된 

유동과 쇄파로 인한 박리유동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이 영역은 

넓게 퍼져있는 복잡한 자유수면 형상에 비해서 수면관통물체 

후면부 주위영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체 

유동은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의 자유수면 근처 영역에서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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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Isosurface of Ux=0 reg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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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은 수면관통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wall shear stress 와 

streamline 이다. 유동 박리 영역의 발달은 수면관통물체 표면의 wall 

shear stress 로 확인할 수 있는데, 양의 wall shear stress 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면관통물체 전면부로 

유입된 유동에 의해 수면관통물체 표면에 양의 방향으로 wall shear 

stress가 가해지고 있으며 수면관통물체 중앙부를 지나며 가장 빠른 

유속분포를 보이는 구간 (x/L=0~0.3)에서 유동 방향에 반대방향으로 

강한 wall shear stress가 작용한다. 쇄파 영역(x/L=0.3~0.5)중 자유수면 

근처에 한정되어있는 구간에서는 유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wall 

shear stress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압력구배에 의한 

유동 박리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 영역에서의 streamline 을 

통해 물체 표면에서 streamline 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깊은 수심에서의 수면관통물체 표면의 wall shear stress는 

모두 유동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동 박리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유동 박리는 수면파에 의한 

역압력구배가 주된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 4-17 은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의 한계유선과 압력계수를 

나타낸다. 압력계수분포를 통해 수면관통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자유수면에 근접한 영역에서는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와 후면부에 고압 영역이 분포하고 

수면관통물체 중앙부에 저압 영역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수면관통물체 중앙부의 저압 영역에서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의 

고압 영역으로의 압력구배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깊은 

수심에서는 수면관통물체 중앙부의 강한 저압 영역이 발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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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에 따른 압력구배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동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한계유선 분포를 통해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의 유동 박리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쇄파영역(x/L=0.3~0.5) 및 자유수면 근처에서 수면파에 의한 

영향으로 한계유선이 몇몇 지점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동 박리점은 자유수면 근처에서만 집중되어 있으며 

깊은 수심영역에서는 유동 박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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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Wall shear stress and streamline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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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Limiting streamline and Cp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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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LES 해석결과 

LES 해석의 경우 Fr=0.400 조건에 대해서만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18, 4-19 는 LES 해석에 따른 자유수면의 거동을 

나타낸다. LES 해석을 통해 URANS 해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쇄파영역에서의 복잡한 자유수면 요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주된 

물리적 현상을 정확히 재현해낼 수 있었다. 수면관통물체 

전면부로부터 발생하는 Kelvin wave,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 

발생하는 bubbly free-surface 영역을 잘 모사하고 있다. 특히, bubbly 

free-surface 가 발생하는 지점과 후류 유동장으로 뻗어나가는 각도 

등을 잘 예측하였다. 또한, 수면관통물체 후류의 knobby free-

surface와 수면파의 급격한 wave slope로 인해 발생하는 recirculation 

line도 실제 물리적 현상을 잘 재현해 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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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Free-surface elevat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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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Free-surface behavior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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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은 유동 해석 기법에 따른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의 

파고 그래프이다. Euler 기법, URANS 기법, LES 기법, 실험에 대한 

표면파고 계측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Euler 기법의 경우 기존의 

URANS 기법에서 점성항을 고려하지 않도록 지배방정식을 

수정하여 해석하였다. Euler 기법의 경우 쇄파영역(x/L=0.3~0.5)에서 

쇄파현상을 모사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해 쇄파현상에 있어 

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쇄파에 따른 운동량 손실을 

고려하지 못하여 파고 측정에 있어 과대한 값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Fig. 4-21 은 Euler 방정식을 기반으로 비점성 해석에 따른 

수면관통물체 주위의 자유수면 형상이다. 기존의 URANS, LES 

해석에는 역방향 유동이 나타나는 등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의 

점성경계층으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Fig. 4-

21 에서는 점성경계층의 영향 없이 매끄러운 수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107 

 

 

 

Figure 4-20. Comparison of surface wave elevat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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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Free-surface elevation of inviscid flow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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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는 길이 방향 속도가 0 인 isosurface 를 나타낸다. 이 

영역은 수면관통물체 후면부에서의 정체된 유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은 정체점에서의 정체 유동과 쇄파로 인한 

박리유동으로 인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분포에 대한 

URANS 해석결과는 한정된 영역인 정체점 근처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LES 해석의 경우 정체점 근처를 포함한 bubbly 

free-surface 영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유수면의 요동과 수면파의 형상을 잘 재현해 

내었고 작은 스케일의 유동 현상 해석에 있어 LES 해석이 

필수적이며 LES 해석이 실제 물리적 현상을 정확히 모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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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 Isosurface of Ux=0 reg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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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LES 해석에 따라 해상되는 자유수면 요동에 대한 

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면관통물체 주위 bubbly free-

surface 와 knobby free-surface 를 포함하는 네 지점(x/L=0.4, 0.5, 0.6, 

0.7)을 선정하였고 이 위치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파고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 위치는 수면관통물체 표면으로부터 10 mm 떨어져 

있으며 각 위치들에서 측정한 시간 변화에 따른 파고 변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FFT (fast Fourier transform)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수면 요동에 따라 발생하는 지배적인 주파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Metcalf et al. (2006)과 Seo (2016)의 실험적 연구와 

비교하여 LES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4-23은 파고 

측정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각의 파고 측정 위치는 

파란색(x/L=0.4), 빨간색(x/L=0.5), 초록색(x/L=0.6), 검은색(x/L=0.7)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Figure 4-23. Solid circles indicate wave elevation locations analyzed by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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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는 네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측정된 파고를 나타낸다. 

시간에 따른 파고 변화는 완전히 수렴한 유동장으로부터 3.5 초간 

측정되었으며 측정에는 10000 Hz의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여 3만 

5 천 개의 샘플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모든 위치에서 측정된 파고는 

쇄파에 의한 자유수면 요동의 효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진동하고 있다. x/L=0.4 위치에서는 시간에 따른 파고 

성분이 주로 음의 영역의 값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으며 가장 강한 

요동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면관통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들 중 bubbly free-surface 영역에서 가장 

강한 자유수면 요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측정위치가 

수면관통물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요동성분이 약해지고 있다. 

x/L=0.5 이후의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파고 성분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x/L=0.6, 0.7 영역에서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자유수면 

요동이 계측되었으며 이는 knobby free-surface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해석 결과를 통해 이 영역에서의 요동성분이 가장 작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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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Time series of free-surface elevat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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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는 x/L=0.4, 0.5 에서의 자유수면 요동에 대한 시간 

평균값을 나타낸다. 각각의 시간 평균값은 -0.0002, 0.0106 m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앞서 계측된 표면파고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 만 5 천 개의 샘플데이터에 대한 시간 

평균으로 정확한 평균 유동장의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25. Averaged free-surface elevat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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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은 앞서 얻은 수면파고의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FFT 

해석결과 그래프이다. 먼저 bubbly free-surface 영역에 해당하는 

x/L=0.4, 0.5 는 지배적인 주파수와 진폭에서 매우 유사한 값을 

보이며 각각 3.052 Hz, 0.002 m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Seo 

(2016)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동일위치에서 측정된 지배적인 

주파수인 3.17 Hz와 약 3.7%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폭의 경우에는 0.000976 m 로 수치해석적 결과가 약 2 배 정도 

과대하게 측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LES 해석을 통해 

자유수면 요동에 대한 지배적인 주파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으나 요동의 스케일 예측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Knobby free-surface 영역에 해당하는 x/L=0.6, 0.7 에서 

측정된 파고는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는데 더 작은 주파수 

영역인 1 Hz 근처에서 지배적인 주파수를 가지며 진폭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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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 Free-surface elevation in frequency domai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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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은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의 x 방향 와 분포를 나타낸다.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부터 x 방향 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recirculation line 을 따라 강한 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와성분이 recirculation line 을 따라 발생하는 쇄파에서 바깥쪽으로 

쏟아지는 유동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쇄파가 시작되는 영역에서는 작은 x 방향 

와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동이 후류로 진행함에 

따라 소산되고 있다. 

 

 

Figure 4-27. Isosurface of x-vorticity=30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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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8 은 수면관통물체 표면 및 후류 유동장에서의 난류 

경계층을 보여준다. 수면관통물체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강한 

유동지연이 발생한다. 전면부의 유동지연은 주로 수면관통물체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후면부의 유동지연은 수면근처의 

쇄파현상과 난류 경계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동이 진행함에 

따라 유동의 운동에너지가 자유수면 쇄파의 영향을 받는 난류 

유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면관통물체 중앙부에서는 압력구배의 

영향으로 얇은 난류 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Figure 4-29 는 수면관통물체 후류에서의 축방향 평균 유동장을 

Seo (2016)의 실험결과와 비교한 그림이다. 각각 x/L=0.5, 0.55, 0.6, 

0.65 인 평면에 대해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치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이고 있으며 수면관통물체 끝단에서 

일시적으로 정체 유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동박리가 

일어난 저압구간으로 유동이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형상을 

보이는 것을 속도벡터 성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축방향 

유동지연과 안쪽으로 말려들어가는 유속성분은 유동진행에 따라 

서서히 복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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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8. Turbulence boundary layer near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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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9. Mean velocity at the wake region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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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0 은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의 난류성분으로 인한 

공기혼입을 나타낸다. 앞서 확인한 저압구간으로 말려들어가는 

강한 유동성분에 의해 bubbly free-surface 영역에서 유동장 내부로 

공기의 혼입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동장의 시간 평균에 

기반한 해석기법인 URANS 에서는 감지해낼 수 없는 국부적인 

유동 현상이다. 이렇게 발생한 공기 혼입은 유동성분의 혼합과 

요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Figure 4-30. Air entrainment induced turbulence near the free-surface 

(Fr=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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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Reynolds normal stress 성분 

분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각각 Seo (2016)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4-31 은 수면관통물체 후류 유동장에서의 Reynolds normal 

stress 중
' 'u u  성분을 나타낸다. 이는 각각 각 성분의 최댓값 분포에 

있어 실험결과와 우수한 일치도를 보인다. 자유수면 근처에서의 

급격한 유속구배로 인해 난류성분이 발달하고 있으며 정체 유동과 

난류 경계층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 약간 

떨어진 영역에서 강한 x방향 전단력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Figure 4-32 은 수면관통물체 후류 유동장에서의 Reynolds normal 

stress 중
' 'v v  성분을 나타낸다. 유동방향의 특성상 x 방향 

요동성분이 지배적인 가운데 y 방향 성분이 부가적으로 

발달하였다. 수면근처에서 지배적인 성분은 실험값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깊은 수심에서의 경계층 영역에서는 

실험값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4-33 은 수면관통물체 후류 유동장에서의 Reynolds normal 

stress 중
' 'w w  성분을 나타낸다. 복잡한 자유수면 요동이 z 방향 

성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ubbly free-surface 영역에서의 

자유수면 요동에 의한 공기혼입의 영향으로 강한 z 방향의 

요동성분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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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Reynolds normal stress distribution at the wake region 

( ' ' 1000u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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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2. Reynolds normal stress distribution at the wake region 

( ' ' 1000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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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3. Reynolds normal stress distribution at the wake region 

( ' ' 1000w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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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난류 유동 해석기법으로 SNUFOAM 

기반의 URANS 기법과 LES 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수면과 난류 

경계층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복잡한 유동 현상을 수치해석적으로 

재현하였고 국부유동 현상에 대한 물리적 고찰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해석자 검증을 위해 Fr=0.370 조건에서 뚱뚱한 단면형상을 

가진 Model 1 에 대한 URANS 해석을 수행하였고 격자 의존성 

테스트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특히 자유수면 형상, 

표면파고, 표면압력 등 대표적인 물리현상에 있어서 일관되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자유수면 난류 유동 

문제에 있어 SNUFOAM URANS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얇은 단면형상을 가진 Model 2 에 대한 URANS 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쇄파가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느린 

유속조건인 Fr=0.282 에서 유동 해석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유동 해석결과는 표면파고 측면에서 실험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시간 평균을 통해 작은 스케일의 자유수면 

요동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URANS 해석에서는 

자유수면과 난류 경계층에 의한 운동량 손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 스케일의 유동 현상까지 

모사할 수 있는 LES 해석기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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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쇄파가 크게 발생하는 Fr=0.400 조건에서의 URANS 

해석을 통한 격자 의존성 테스트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일관되며 전체적으로 실험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railing edge 주위에서 급격한 파경사와 압력구배로 

인해 쇄파현상은 발생하였지만, 작은 스케일의 스케일의 자유수면 

요동인 bubbly free-surface 와 knobby surface 등은 여전히 재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면관통물체 표면에서의 쇄파 시작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였고 한계유선, 표면압력 등 큰 스케일의 유동에서 발생하는 

물리현상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Fr=0.400 조건에서 LES 해석을 통해 쇄파영역에서의 

복잡한 자유수면 유동 현상을 재현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적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물리현상인 역방향 유동, bubbly 

free-surface, Kelvin wave, recirculation line 등을 수치적으로 재현하였다. 

파인성 박리현상과 난류 경계층의 효과로 인한 유동 구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recirculation line 을 따라 강한 x 방향 와가 

발생하였고 이는 바깥쪽으로 쏟아지는 유동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난류 경계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쇄파영역에서의 

유동의 운동에너지가 자유수면 쇄파의 영향을 받는 난류 유동으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쇄파에 의한 수면관통물체 주위 정체 유동이 

발생하였고 높은 역압력구배가 파인성 박리현상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국부 유동장 해석을 통해 수면관통물체 주위 

유동장에서의 Reynolds stress, 속도 벡터, 순간적인 공기 혼입 등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매우 작은 스케일의 유동 현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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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유수면 요동성분에 대한 주파수 해석을 통해 

수면관통물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자유수면 요동의 지배적인 

주파수를 확인하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SNUFOAM 

LES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정립된 자유수면 난류 유동 문제에 

대한 SNUFOAM LES 기법을 바탕으로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선박 

주위에서의 국부유동 해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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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S/RANS Analysis Around a Surface-Piercing Bod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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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urbulent flows affected by free-surface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engineering fields including naval architecture, ocean engineering, and civil 

engineering. Flow features of free-surface, i.e., free-surface wave and physical 

boundary conditions, interacts with turbulent boundary layer to result in three-

dimensional flow separation and wave breaking. To investigate the flow 

phenomena,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nks 

to the recent progress in numerical methods and computational resources, 

analyses of turbulent flows which require enormous computations have been 

realiz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es which consider 

viscous nature of fluid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research field. Using 

CFD, non-linear behavior and instantaneous turbulence structure of the 

turbulent flow with free-surface can be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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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wave-induced separation in turbulent 

flow around a surface-piercing body using CFD analysis. SNUFOAM, a CFD 

software based on an open source CFD toolkit, was used to analyze the 

turbulent flow field with free-surface by employing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and large eddy simulation (LES) methods. The volume 

of fluid method with dynamic interface compression (Lee and Rhee, 2015) 

was used to ensure sharp interface between air and water. 

Two surface piercing cylindrical bodies with constant cross-section were 

used in this study: NACA0024 hydrofoil and the waterplane of the Wigley 

hull. The test condition was chosen to include Froude number conditions 

where the wave breaking and flow separation occurred around the test model. 

By the CFD analyses, effects of complex free-surface behavior o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and wave-induced separation, three-dimensional 

flow separation caused by the free-surface wave, could be investigated, as well 

as the turbulence structure development and wave breaking in adverse 

pressure gradient. In addition, CFD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in terms of mean flow velocity and local 

turbulence strength, to validate the CFD code. 

 

Keywords: CFD, SNUFOAM, Free-Surface, Turbulent Boundary Layer, 

Breaking Wave, Flow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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