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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2 차원 쐐기 형상의 후류에서 발생하는 자연 공동 및
분사 공동을 수치 해석하여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비정상 유동과 세밀한 공동 현상을 포착
하기 위해 수치 기법으로 비정상 시스템 예조건화 기법과 균질 혼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공동의 유동 형태, 길이, 압력 등 수치 해석 결과
는 실험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공동수에 따라 유동의 비
정상성이 달랐으며 공동수가 클 때는 주기적인 와유동의 특성을 보였
다. 또한 공동 현상이 쐐기의 항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
석하였다. 자연 공동과 분사 공동 모두 공동이 발생하면 항력 계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공동수에 따른 변화량은 분사 공동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분
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항력 계수를 비교하여 분사 공동이 후류
공동의 압력 변화로 항력 계수를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전산유체역학, 다상 유동, 균질 혼합 모델, 공동 현상, 2 차원 쐐기,
자연 공동, 분사 공동, 항력 계수
학번: 2015 - 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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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공동 현상

현대에 들어 컴퓨팅 성능의 발전에 따라 실험에 의존했던 유동 해석
을 전산 유체 역학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해석하는 연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동 현상(cavitation)은 물리적으로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전산 유체 해석 기법으로 완전한 모델링이 쉽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 현상(cavitation)이란 유동장 내의 국부적인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인한 액체의 압력의 급격한 강하로 증기압보다 낮아지면서 기화가 되는 현
상을 말한다. 기화된 기포는 다시 압력이 상승하면서 기포의 붕괴로 이어지
는데, 이러한 기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기계 장비의 표면이 침
식되고 진동이 발생하며 소음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중 운동체, 선박 프로펠러, 터보머신 등 다양한 기계장비의 성능
예측 및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이러한 공동 현상이 일어나는 유동에 대
한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 현상에 대한 많은 수치
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2 초공동 수중운동체와 제어판
그러나 공동 현상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 현상은 피하거나 억제되어야 할 현상으로 취급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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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를 이용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운동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공동 현상에는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공동과 인위적으로 가스를
분사시켜 공동을 형성하는 분사 공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동을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
로

공동을

생성시켜

수중

운동체

전체를

감싸는

상태인

초공동

(supercavitation) 수중 운동체는 공동으로 인해 표면 마찰력을 비약적으로 감
소시켜 물속에서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초공동 수중 운동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초공동을 생성시키고
유지시키는 기술과 운동체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전두부에 캐비테이터(cavitator)를 위치시켜 공동을 생성시키며, 이
에 대한 모델링 및 수치 해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또한 공동
형태에 따른 수직 방향의 운동체 제어에 관한 모델링 연구가 진행되었다[2].
초공동 수중 운동체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제어판이다. 운동체의 방향
을 제어하고 안정된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운동
체 뒤쪽에 상하좌우로 위치한 그림 1.1 과 같은 쐐기 형상을 갖는 제어판을
사용한다. 공동이 안정화 되어 운동체를 감싸도 이 제어판은 운동체 제어를
위해서 그림 1.2 와 같이 일부분은 공동 속에 있으며, 필연적으로 물과 접촉
하는 상태에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제어판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
동 현상을 이해하고 물과 접촉하는 부분으로 생길 수 있는 항력 증가를 억
제시키는 것이 초공동 수중 운동체 기술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항력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후류 분사를 생각해볼 수 있다. 배
선체에 쐐기 모양의 버팀대(strut)를 달아 후류에 분사를 하면 쐐기 뒤쪽 분
사에 의한 압력 변화로 항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있다[3]. 이처럼 제어판에
2

그림 1.1: 수중운동체 제어판 모형[4]

그림 1.2: 제어판이 물-공동 경계면에 닿는 모습[4]

서도 후류에 가스를 분사시켜 후류 압력을 변화시키면 쐐기에 미치는 항력
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 과 같이 수중 운동체 제어판을 형상화한 간단
한 2 차원 쐐기 형상에 대해서 제어판 후류에서 발생하는 공동 현상을 수치
해석 하여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쐐기 후
3

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공동과 후류에 가스를 분사시켜 발생하
는 분사 공동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것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일반적인 2 차원 쐐기 형상의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공동 현상에
대한 이론 연구 및 실험은 예전부터 수행되어 왔지만[5, 6] 운동체 후류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비정상 유동에 대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 현상을 나타내는 척도인 공동수에 따라 후류에서
나타나는 공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후류에서 발생한 공동이 쐐기의 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 분석한다. 특히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공동을
발생 시켰을 때 항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여 자연 공
동과 분사 공동이 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다

4

제 2 장 수치 모델링

2.1 균질혼합 모델의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공동 현상이 포함된 다상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질량분
율(mass fraction)을 고려한 균질 혼합물이 가정된 지배방정식(homogeneous
mixture equations)을 사용하였다. 균질혼합 모델은 액체상과 기체상의 경계와
각 상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각 상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을
가정한다. 이 모델은 다상유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상의 연속체의 평균
값으로 모사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지배방정식은 이 혼합물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의 보존식으로 기술한
다. 압축성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에 균질혼합모델을 적용하
여 적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𝑸𝑑𝛺 + ∮ [(𝑭𝒄 − 𝑭𝒗 ) ∙ 𝒏]𝑑𝑆 = ∫ 𝑫𝑑𝛺
𝜕𝑡 𝛺
𝜕𝛺
𝛺

(2.1)

여기서 𝒏 = (𝑛𝑥 , 𝑛𝑦 , 𝑛𝑧 )은 바깥 방향 노말 벡터(normal vector)이다. Q 는 보존
형 변수 벡터(conservative variable vector), 𝑭𝒄 는 대류 플럭스(convective flux
tensor), 𝑭𝑣 는 점성 플럭스(viscous flux tensor)로 다음과 같다.

𝑸 = [𝜌 𝜌𝑢 𝜌𝑣 𝜌𝑤 𝜌𝐸 𝜌𝑦𝑣 𝜌𝑦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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𝑇

(2.2)

𝑭𝒄 =

𝜌𝑢

𝜌𝑣

𝜌𝑤

𝜌𝑢2 + 𝑝

𝜌𝑢𝑣

𝜌𝑢𝑤

𝜌𝑣𝑢

𝜌𝑣 2 + 𝑝

𝜌𝑣𝑤

𝜌𝑤𝑢

𝜌𝑤𝑣

𝜌𝑤 2 + 𝑝

𝜌𝑢𝐻

𝜌𝑣𝐻

𝜌𝑤𝐻

𝜌𝑦𝑣 𝑢

𝜌𝑦𝑣 𝑣

𝜌𝑦𝑣 𝑤

[ 𝜌𝑦𝑔 𝑢

𝜌𝑦𝑔 𝑣

𝜌𝑦𝑔 𝑤 ]

(2.3)

0

0

0

𝜏𝑥𝑥

𝜏𝑥𝑦

𝜏𝑥𝑧

𝜏𝑦𝑥

𝜏𝑦𝑦

𝜏𝑦𝑧

𝑭𝒗 = 𝜏𝑧𝑥

𝜏𝑧𝑦

𝜏𝑧𝑧

𝜃𝑥

𝜃𝑦

𝜃𝑧

0

0

0

[ 0

0

0 ]

(2.4)

𝜃𝑥 = 𝑢𝜏𝑥𝑥 + 𝑣𝜏𝑥𝑦 + 𝑤𝜏𝑥𝑧 + 𝑞𝑥

(2.5)

𝜃𝑦 = 𝑢𝜏𝑦𝑥 + 𝑣𝜏𝑦𝑦 + 𝑤𝜏𝑦𝑧 + 𝑞𝑦

(2.6)

𝜃𝑧 = 𝑢𝜏𝑧𝑥 + 𝑣𝜏𝑧𝑦 + 𝑤𝜏𝑧𝑧 + 𝑞𝑧

(2.7)

여기서 𝜌, 𝑝, 𝐸, 𝐻, 𝑦𝑣 , 𝑦𝑔 와 (𝑢, 𝑣, 𝑤)는 각각 혼합물의 밀도, 압력, 전 에너지
(total energy), 전 엔탈피(total enthalpy), 수증기상의 질량분율(mass fraction of
vapor phase), 기체 상의 질량분율(mass fraction of gas phase), 속도 벡터를 나타
낸다. 𝜏는 점성 스트레스 텐서(viscous stress tensor)로 Newtonian fluid 와 Stokes
가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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𝜏𝑖𝑗 = 𝜇 (

𝜕𝑢𝑖 𝜕𝑢𝑗 2 𝜕𝑢𝑘
+
−
𝛿 )
𝜕𝑥𝑗 𝜕𝑥𝑖 3 𝜕𝑥𝑘 𝑖𝑗

(2.8)

𝑞는 열 플럭스(heat flux)로 Fourier’s law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𝑞𝑖 = −𝑘

𝜕𝑇
𝜕𝑥𝑖

(2.9)

𝜇는 molecular viscosity coefficient, 𝑘는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 coefficient)
이다.
식 (2.1)의 𝑫는 상변화를 나타내는 원천항으로 다음과 같다.
0
0
0
𝑫=
0
0
𝑚̇𝑒 − 𝑚̇𝑐
[
]
0

(2.10)

𝑚̇𝑒 와 𝑚̇𝑐 는 각각 기화율, 응축률을 나타내며 캐비테이션 모델에 의해 결정
된다.
혼합 밀도 𝜌는 각 상의 밀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1 − 𝑦𝑣 − 𝑦𝑔 ) 𝑦𝑣 𝑦𝑔
=
+ +
𝜌
𝜌̃𝑙
𝜌̃𝑣 𝜌̃𝑔

(2.11)

이 때 아래 첨자 (𝑙, 𝑣, 𝑔)는 각각 액체상, 수증기상, 비응축 기체상을 나타
낸다. 𝜌̃𝑙 , 𝜌̃𝑣 , 𝜌̃𝑔 는 한 계산 셀 안의 부피만큼 차지된 각 상의 밀도를 의미
한다. 또한 각 상의 질량분율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𝑦𝑙 + 𝑦𝑔 + 𝑦𝑣 = 1

(2.12)

식 (2.11)의 혼합 밀도 𝜌를 각 상의 체적분율(𝛼𝑖 , volume fraction)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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𝜌 = (1 − 𝛼𝑣 − 𝛼𝑔 )𝜌̃𝑙 + 𝛼𝑣 𝜌̃𝑣 + 𝛼𝑔 𝜌̃𝑔

(2.13)

𝛼𝑣 , 𝛼𝑔 는 수증기상의 체적분율(volume fraction of vapor phase), 기체 상의 질량
분율(volume fraction of gas phase)을 나타낸다. 또한 질량분율과 체적분율은 다
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𝜌𝑦𝑔 = 𝛼𝑔 𝜌̃𝑔

(2.14)

혼합물의 전 엔탈피 H 와 전 에너지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𝐻 = ℎ + (𝑢2 + 𝑣 2 + 𝑤 2 )
2
𝑝
𝐸=𝐻−
𝜌

(2.15)

ℎ = ℎ𝑙 (1 − 𝑦𝑣 − 𝑦𝑔 ) + ℎ𝑣 𝑦𝑣 + ℎ𝑔 𝑦𝑔

(2.17)

(2.16)

2.2 캐비테이션 모델
공동현상은 물리적으로 액체-기체 간의 상변화에 의해 지배된다. 이
상변화는 기화율, 응축률로서 식 (2.10)의 𝑚̇𝑒 와 𝑚̇𝑐 항을 통해 기상과 액상
간의 물질전달(mass transfer)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게 된다. 기화율 𝑚̇𝑒 는
국소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액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비율을 말한
다. 반면, 응축률 𝑚̇𝑐 는 국소 압력이 증기압보다 높아지면서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동현상을 나타내는 이 원천항들을 결정하
기 위해 여러가지 캐비테이션 모델 들이 제기되어 왔는데[7,8,9,10] 본 연구
에서는 이 중에서 Merkle 의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였다[11].
Merkle 의 모델은 액체와 기체간의 상변화를 증기압과 국소 압력의 차
이에 비례한 기화율과 응축률로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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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𝑒 𝛼𝑙 𝜌𝑙 Min[0, 𝑝 − 𝑝𝑣 ]
1
2
𝑡∞ 𝜌𝑣 ( 𝜌𝑙 𝑈∞
)
2
𝐶𝑐 𝛼𝑣 𝜌𝑣 Max[0, 𝑝 − 𝑝𝑣 ]
𝑚̇𝑐 =
1
2
𝑡∞ (2 𝜌𝑙 𝑈∞
)
𝑚̇𝑒 =

(2.18)

(2.19)

여기서 𝑝𝑣 는 기화 압력이고 𝑡∞ 는 대표길이와 자유류의 속도로 무차원화 된
대표 시간이다.
𝑡∞ =

𝐿∞
𝑈∞

(2.20)

𝐶𝑒 , 𝐶𝑐 는 모델상수로 여러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경험적으로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 10, 10 의 값을 사용하였다.

2.3 난류 모델
많은 공학적 해석 대상의 유동들은 난류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적합
한 난류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 현상이 발생하면 유동이 박리
되고, 후미부에서 분사된 가스와 주위 액체와의 상호작용에 에디(eddy)들이
동반되면서 난류로의 천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한 수
치해석을 위해서는 난류 유동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
서는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기반의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
해 Menter 가 고안한 𝑘 − 𝑤 SST(Shear Stress Transport) 모델을 사용했다[12].
Wilcox 의 𝑘 − 𝑤 모델[13] 은 경계층 내부의 유동을 잘 모사하고 수치
적으로 강건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경계층 외부에선 자유류의 𝜔 값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계층 외부와 후류 영역(wake region)에서 적합하
지 않고 박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𝑘 − 𝜀 모델은
경계층 외부와 후류 영역, 원방 자유류 부근의 난류를 잘 모사하지만 상대
적으로 경계층 내부 영역은 잘 모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𝑘 − 𝑤 SST
모델은 이 두 모델의 특징을 결합한 것이다. 𝑘 − 𝑤 SST 모델은 경계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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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잘 모사하는 2-방정식 𝑘 − 𝑤 모델과 자유류 부근의 난류를 잘 모사하
는 𝑘 − 𝜀 모델을 스위치 함수로 결합한 2-방정식이다.
일반적으로 난류 모델의 적용은 수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으로 나
타내는데 𝑘 − 𝑤 모델은 난류 운동 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 𝑘 와 난류
에너지 소산율 (turbulent dissipation rate) 𝑤 에 대한 2-방정식으로 표현된다.
𝑘 − 𝑤 SST 모델은 여기에 blending function 𝐹1 을 이용하여 𝑘 − 𝑤 모델에 𝐹1
을 곱하고 𝑘 − 𝜀 모델에 (1 − 𝐹1 )을 곱하여 조합한다. 𝐹1 은 벽면 근처에서 1,
원방에서는 0 에 가깝도록 설정하여 경계층의 후류 영역에서 두 모델간의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조합된 식은 아래와 같다.
𝜕𝜌𝑘
𝜕
𝜕
𝜕𝑘
+
[(𝜇 + 𝜎𝑘 𝜇𝑡 )
]
(𝜌𝑢𝑗 𝑘) = 𝑃 − 𝛽 ∗ 𝜌𝜔𝑘 +
𝜕𝑡
𝜕𝑥𝑗
𝜕𝑥𝑗
𝜕𝑥𝑗
𝜕𝜌𝜔
𝜕
𝛾
𝜕
𝜕𝜔
+
[(𝜇 + 𝜎𝜔 𝜇𝑡 )
]
(𝜌𝑢𝑗 𝜔) = 𝜌 𝑃 − 𝛽𝜌𝜔2 +
𝜕𝑡
𝜕𝑥𝑗
𝜇𝑡
𝜕𝑥𝑗
𝜕𝑥𝑗
𝜌𝜎𝜔2 𝜕𝑘 𝜕𝜔
+2(1 − 𝐹1 )
𝜔 𝜕𝑥𝑗 𝜕𝑥𝑗

(2.21)

(2.22)

식 (2.21)과 (2.22)에서 𝛽, 𝜎𝑘 , 𝜎𝜔 와 같은 상수는 blending function 𝐹1 을
이용하여 다음의 관계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𝜙 = 𝐹1 𝜙1 + (1 − 𝐹1 )𝜙2

(2.23)

여기서 𝜙1 는 𝑘 − 𝑤 모델의 상수, 𝜙2 는 𝑘 − 𝜀의 상수 이며 SST 모델의 상
수 𝜙는 아래와 같다.
𝛾1 = 𝛽1 /𝛽∗ − σ𝜔1 𝜅 2 /√𝛽∗ , γ2 = 𝛽2 /𝛽 ∗ − σ𝜔2 𝜅 2 /√𝛽∗
𝜎𝑘1 = 0.85, 𝜎𝑘2 = 1.0, 𝜎𝜔1 = 0.5, 𝜎𝜔2 = 0.856

(2.24)

𝛽 ∗ = 0.09, 𝛽1 = 0.075, 𝛽2 = 0.0828, 𝜅 = 0.41
또한 eddy viscosity 는 전단응력(shear stress)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이 때 Ω는 vorticity 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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𝜇𝑡 =

𝜌𝑘/𝜔
,
max[1, Ω𝐹2 /𝑎1 𝜔]

(2.25)

𝑎1 = 0.31

blending function 𝐹1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𝑘 500𝜈 4𝜌𝜎𝜔2 𝑘
𝐹1 = 𝑡𝑎𝑛ℎ {(min [max [ ∗
,
],
]) }
𝛽 𝜔𝑑 𝜔𝑑2 𝐶𝐷𝑘𝜔 𝑑2

(2.26)

여기서 𝑑 는 가장 가까운 벽면 혹은 표면까지의 거리이며 𝐶𝐷𝑘𝜔 는 crossdiffusion 항의 양수 부분으로서 다음과 같다.
𝐶𝐷𝑘𝜔 = max [2

𝜌𝜎𝜔2 𝜕𝑘 𝜕𝜔
, 10−20 ]
𝜔 𝜕𝑥𝑗 𝜕𝑥𝑗

(2.27)

식 (2.25)에서 𝐹2 는 Ω가 0 에 가까워지는 자유류 영역에서 분모가 0 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래와 같다.
2

√𝑘 500𝜇
𝐹2 = 𝑡𝑎𝑛ℎ {(max [2 ∗
,
]) }
𝛽 𝜔𝑑 𝜌𝜔𝑑2

(2.28)

마지막으로 자유류 조건과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𝑈∞
𝐿𝑓𝑎𝑟−𝑓𝑖𝑒𝑙𝑑

< 𝜔𝑓𝑎𝑟−𝑓𝑖𝑒𝑙𝑑 <

10𝑈∞
𝐿𝑓𝑎𝑟−𝑓𝑖𝑒𝑙𝑑

2
2
𝑈∞
𝑈∞
<
𝑘
<
𝑓𝑎𝑟−𝑓𝑖𝑒𝑙𝑑
105 𝑅𝑒𝐿
10𝑅𝑒𝐿

𝑘𝑤𝑎𝑙𝑙 = 0,

𝜔𝑤𝑎𝑙𝑙 =

(2.29)

60𝜈
𝛽1 (Δ𝑑)2

𝐿𝑓𝑎𝑟−𝑓𝑖𝑒𝑙𝑑 는 벽면에서 far-field 까지의 대략적인 길이이며 자유류의 turbulent
viscosity 𝜇𝑡 는 자유류의 laminar viscosity 의 10−5에서 10−2 사이 값을 가진다.
Δ𝑑는 벽면으로부터 떨어진 첫 번째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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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조건화
일반적으로 저속 영역의 유동을 수치 해석 할 때, 대류 속도
(convective velocity)와 음속(acoustic velocity)의 차이가 커져서 시스템 매트릭스
의 stiffness 가 커지고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 유동
을 해석할 때 액상과 기상에서의 음속의 극심한 차이로 매트릭스가 stiff 해
진다. 이를 방지하고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예조건화(precondition)를 사용한
다. 예조건화는 시스템의 음속값을 조정하여 마하수에 관계 없이 매트릭스
의 고유값(eigenvalue)들의 order 를 같게 하여 조건수(condition number)를 1 에
가깝게 하여 수렴성을 높인다. 식 (2.1)과 식 (2.21), (2.22)의 적분 식의 지배
방정식에 Weiss 와 Smith[14]의 예조건화 행렬(precondition matrix)을 적용하여
예조건화를 취하게 되며 식은 다음과 같다.
𝚪

𝜕
∫ 𝑸 𝑑𝛺 + ∮ [(𝑭𝒄 − 𝑭𝒗 ) ∙ 𝒏]𝑑𝑆 = ∫ 𝑫𝑑𝛺 + ∫ 𝑫𝑻 𝑑𝛺
𝜕𝜏 𝛺 𝒑
𝜕𝛺
𝛺
𝛺

(2.30)

여기서 𝑫𝑻 는 식 (2.21), (2.22)의 우변의 소스 항이고 𝑸𝒑 는 원시형 변수 벡터
(primitive variable vector)로서 다음과 같다.
𝑸𝒑 = [𝑝

𝑢

𝑣

𝑤

𝑇

또한 예조건화 행렬 𝚪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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𝑦𝑣

𝑦𝑔

𝑘

𝜔]𝑇

(2.31)

𝚪
1
𝛽
𝑢
𝛽
𝑣
𝛽
𝑤
𝛽
= 𝐻∗

0

0

0

𝜌

0

0

0

𝜌

0

0

0

𝜌

𝜌𝑢

𝜌𝑣

𝜌𝑤

0

0

0

0

0

0

0

0

0

0

0

0

𝑦𝑣
𝛽
𝑦𝑔
𝛽
𝑘
𝛽
𝜔
[𝛽

𝜕𝜌
𝜕𝑇
𝜕𝜌
𝑢
𝜕𝑇
𝜕𝜌
𝑣
𝜕𝑇
𝜕𝜌
𝑤
𝜕𝑇

𝜕𝜌
𝜕𝑦𝑣
𝜕𝜌
𝑢
𝜕𝑦𝑣
𝜕𝜌
𝑣
𝜕𝑦𝑣
𝜕𝜌
𝑤
𝜕𝑦𝑣

𝜕𝜌
𝜕𝑦𝑔
𝜕𝜌
𝑢
𝜕𝑦𝑔
𝜕𝜌
𝑣
𝜕𝑦𝑔
𝜕𝜌
𝑤
𝜕𝑦𝑔

𝜕𝜌
𝜕ℎ
𝐻+𝜌
𝜕𝑇
𝜕𝑇
𝜕𝜌
𝑦
𝜕𝑇 𝑣
𝜕𝜌
𝑦
𝜕𝑇 𝑔
𝜕𝜌
𝑘
𝜕𝑇
𝜕𝜌
𝜔
𝜕𝑇

𝜕𝜌
𝜕ℎ
𝐻+𝜌
𝜕𝑦𝑣
𝜕𝑦𝑣
𝜕𝜌
𝑦 +𝜌
𝜕𝑦𝑣 𝑣
𝜕𝜌
𝑦
𝜕𝑦𝑣 𝑔
𝜕𝜌
𝑘
𝜕𝑦𝑣
𝜕𝜌
𝜔
𝜕𝑦𝑣

𝜕𝜌
𝜕ℎ
𝐻+𝜌
𝜕𝑦𝑔
𝜕𝑦𝑔
𝜕𝜌
𝑦
𝜕𝑦𝑔 𝑣
𝜕𝜌
𝑦 +𝜌
𝜕𝑦𝑔 𝑔
𝜕𝜌
𝑘
𝜕𝑦𝑔
𝜕𝜌
𝜔
𝜕𝑦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𝜌

0

0

𝜌

(2.32)
𝐻∗ =

여기서

1
𝛽

𝐻
𝜕ℎ
+𝜌
−1
𝛽
𝜕𝑝

값은 인공압축성 상수(pseudo-compressibility factor) 이다.

(2.33)
1
𝛽

𝜕𝜌

= 𝜕𝑝 이

면 예조건화 행렬 𝚪는 원시형 벡터와 보존형 벡터의 변환행렬(transformation
matrix)인

𝜕𝑄
𝜕𝑄𝑝

로 되어 예조건화를 취하지 않은 본래의 식이 된다. 식 (2.30)

의 예조건화 시스템의 고유값은 다음과 같다.
𝜆 (𝚪 −𝟏

𝝏𝑭
) = 𝑈, 𝑈, 𝑈, 𝑈, 𝑈, 𝑈, 𝑈, 𝑈 ′ − 𝐷, 𝑈 ′ + 𝐷,
𝑸𝒑

(2.34)

이 때 𝑈 ′ 과 𝐷는 아래와 같다.
2

1
𝑐′
𝑈 ′ = (1 + 2 ) 𝑈,
2
𝑐
13

(2.35)

]

2

1
𝑐′2
√
𝐷=
(1 − 2 ) 𝑈 2 + 4𝑐 ′ 2
2
𝑐

(2.36)

𝑈 = (≡ 𝑛𝑥 𝑢 + 𝑛𝑦 𝑣 + 𝑛𝑧 𝑤) 는 표면 성분 𝑑𝑆의 수직한 속도 성분이다.
음속 c 는 다음과 같다.
𝜕𝑝
𝑐2 ≡ | =
𝜕𝜌 𝑠

𝜕ℎ
𝜕𝑇
𝜕𝜌 𝜕ℎ 𝜕𝜌
𝜕ℎ
𝜌
+
(1 − 𝜌 )
𝜕𝑝 𝜕𝑇 𝜕𝑇
𝜕𝑝
𝜌

(2.37)

예조건화 된 음속 𝑐′는 다음과 같다.
𝑐 ′ = min (𝑐, max (√𝑢2 + 𝑣 2 + 𝑤 2 , 𝑉𝑐𝑜 ))

(2.38)

또한 1/𝛽와 𝑐′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𝜌
𝜕ℎ
(1 − 𝜌 )
1
1
𝜕𝑇
𝜕𝑝
=
−
𝜕ℎ
𝛽 𝑐′2
𝜌
𝜕𝑇

(2.39)

식 (2.38)에서 𝑉𝑐𝑜 는 cut-off value 로 정체 영역(stagnation region)에서 속력이 0
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𝑉𝑐𝑜 = 𝑘𝑉∞ 로 설정하고 이 때 𝑉∞ 는 자유류의 속도이다. 초음속 영역의 유동
에서 예조건화된 음속 𝑐′은 음속 c 가 되어 예조건화 적용이 취소가 된다.
식 (2.30)은 의사 시간(pseudo-time) 𝜏 로 정상 유동 해석에 제한된다.
하지만 공동이 발생할 때 비정상 유동의 특성도 보이기 때문에 비정상 유
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해 예조건화된 의사 시
간에 대한 미분항과 더불어 식 (2.1)의 물리적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포함된
이중 시간 전진 기법을 사용했다. 아래 식 (2.40)에서 𝑡는 물리적 시간을 나
타내고 의사 시간 𝜏는 sub-iteration 과정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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𝚪

𝜕
𝜕
∫ 𝑸𝒑 𝑑𝛺 + ∫ 𝑸𝑑𝛺 + ∮ [(𝑭𝒄 − 𝑭𝒗 ) ∙ 𝒏]𝑑𝑆
𝜕𝜏 𝛺
𝜕𝑡 𝛺
𝜕𝛺

(2.40)

= ∫ 𝑫𝑑𝛺 + ∫ 𝑫𝑻 𝑑𝛺
𝛺

𝛺

식 (2.40)의 물리적 시간 전진은 시스템의 stiffness 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의
사 시간에 따른 내부 수렴은 예조건화에 영향을 받는다. 비정상 유동 해석
시 작은 시간 간격에서 수렴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enkateswaran 과 Merkle 이 이중 시간 전진 기법에서 스트롤 수(Strouhal
number)의 영향을 고려한 예조건화 방법을 제안하였다[15]. 이 비정상 예조
건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𝑉𝑢𝑛 =

𝐿
𝐿
=
× 𝑉 = 𝑆𝑡𝑟 × 𝑉
𝜋∆𝑡 𝜋∆𝑡𝑉

(2.41)

여기서 𝐿은 특성 길이(characteristic length)이며 ∆𝑡는 물리적 시간 간격을 의
미한다. 균질혼합 모델에서는 액상과 기상의 효과를 음속 크기의 차이로 나
타내기 때문에 식 (2.41)은 이상 유동에서도 유효하다. 위 식을 고려하면 비
정상 유동에서의 예조건화 음속 𝑐′은 다음과 같다.
(2.42)

𝑐′ = min (𝑐, max (√𝑢2 + 𝑣 2 + 𝑤 2 , 𝑉𝑐𝑜 , 𝑉𝑢𝑛 ))

정상유동 혹은 낮은 스트롤 수 영역에서 시간 간격이 크면 𝑉𝑐𝑜 > 𝑉𝑢𝑛 이고
식

(2.42)는

식

(2.38)과

같다.

특정

시간

간격에서

𝑉𝑢𝑛 이

local

velocity (√𝑢2 + 𝑣 2 + 𝑤 2 ) 보다 크면 비정상 예조건화가 적용이 되고, 높은
스트롤 수 영역에서 시간 간격이 작으면 식 (2.42)는 본래의 음속 c 가 된다.
따라서 식 (2.42)는 전 유동 영역과 전 시간 간격의 수렴 과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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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치 기법

식 (2.1)의 지배방정식을 수치적 이산화(discretization)하는 과정은 크게
공간 미분항의 이산화와 시간 적분항의 이산화로 나눌 수 있다. 공간 미분
항의 이산화로는 유한 체적법(FVM) 기반의 수치 기법을 사용하였고, 시간
적분항의 이산화로는 LU-SGS 기법이 내부 계산에 사용된 이중 시간 전진
법을 사용하였다.

3.1 공간 차분 법
유한 체적법(FVM) 방법의 공간 차분은 식 (2.1)의 적분형 방정식에
기반하며, 경계면의 전달량을 예측하는 수치 플럭스 함수가 필요한데 비점
성 수치 플럭스와 점성 수치 플럭스 두 항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비점성 수치 플럭스 함수로 AUSMPW+ 수치 기법을 사용하였다.

3.1.1 AUSMPW+ 수치 플럭스 기법
다상 유동 해석을 위한 ASUMPW+ 수치 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16].
∗
∗
̅𝐿∗+ 𝑐1/2
̅𝑅∗− 𝑐1/2
𝐹𝑐_1/2 = 𝑀
𝜓𝐿 + 𝑀
𝜓𝑅 + 𝒑1/2

𝜓 = [𝜌 𝜌𝑢 𝜌𝑣 𝜌𝑤 𝜌𝐻 𝜌𝑦𝑣 𝜌𝑦𝑔 ]

𝑇

𝒑1/2 = [0 𝑛𝑥 𝑝1/2 𝑛𝑦 𝑝1/2 𝑛𝑧 𝑝1/2 0 0 0]
이 때 압력 수치 플럭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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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𝑇

(3.3)

𝑝1/2 = 𝑃𝐿∗+ 𝑝𝐿 + 𝑃𝑅∗− 𝑝𝑅

(3.4)

∗±
̅𝐿,𝑅
식 (3.1)의 𝑀
는 다음과 같다.
∗
(i) for 𝑀1/2
≥0

̅𝐿∗+ = 𝑀𝐿∗+ + 𝑀𝑅∗− [(1 − 𝜔)(1 + 𝑓𝑅∗ ) − 𝑓𝐿∗ ]
𝑀

(3.5)

̅𝑅∗− = 𝑀𝑅∗− 𝜔(1 + 𝑓𝑅∗ )
𝑀

(3.6)

̅𝐿∗+ = 𝑀𝐿∗+ 𝜔(1 + 𝑓𝐿∗ )
𝑀

(3.7)

̅𝑅∗− = 𝑀𝑅∗− + 𝑀𝐿∗+ [(1 − 𝜔)(1 + 𝑓𝐿∗ ) − 𝑓𝑅∗ ]
𝑀

(3.8)

∗
(ii) for 𝑀1/2
<0

∗±
마지막으로 식 (3.5) ~ (3.8)의 마하수 분할 함수 𝑀𝐿,𝑅
와 식 (3.4)의 압력 분할
∗±
함수 𝑃𝐿,𝑅
는 다음과 같다.

∗±
𝑀𝐿,𝑅

1
± (𝑀∗ ± 1)2
={ 4
1 ∗
(𝑀 ± |𝑀∗ |)
2

|𝑀∗ | ≤ 1
|𝑀∗ |

(3.9)

>1

∗±
𝑃𝐿,𝑅

1
2
± (𝑀∗ ± 1)2 (2 ∓ 𝑀∗ ) ± 𝛼𝑀∗ (𝑀 ∗ 2 − 1)
={ 4
1
(1 ± 𝑠𝑖𝑔𝑛(𝑀∗ ))
2

|𝑀∗ | ≤ 1

(3.10)

|𝑀∗ | > 1

Edwards 와 Liou 는 AUSM+와 AUSMDV 의 예조건화 방법으로 마하수
분할 함수와 음속에서 변경된 시스템 고유값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17]. AUSMPW+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예조건화가 가능하고, 위 식 (3.9)와
(3.10)의 마하수 분할 함수, 압력 분할 함수에 scaling 이 적용된 변경된 마하
수 𝑀∗ 가 쓰인다. 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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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𝑀𝐿,𝑅
=

2
1 + 𝜃1/2

2

×

2
𝑀𝐿,𝑅 1 − 𝜃1/2
𝑀𝑅,𝐿
+
×
𝜙1/2
2
𝜙1/2

𝑐′
𝑐

𝜃=

(3.11)

(3.12)

식 (3.12)의 예조건화된 음속 𝑐 ′ 은 식 (2.38)과 같다. 이 때, 함수 𝜙1/2 는 변
경된 시스템 고유값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2
2
2
+ 4𝜃1/2
)𝑀1/2
√(1 − 𝜃1/2

𝜙1/2 =

1

(3.13)

2
+ 𝜃1/2

AUSM 계열 수치기법에서 충격파의 불연속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제어면에서의 음속의 정의가 중요하다. 다상유동에서는 기체상에서 만족했
던 Prandtl 관계식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AUSMPW+에서 사용되
는 음속은 제어면에서 각 상의 비율을 고려하여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좌, 우 격자의 평균과 같은 방식으로 음속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제
어면의 엔탈피와 질량비를 Roe 의 가중평균값에서 구하여 실제 혼합유동에
서의 물리적인 음속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식 (3.1)의 scaling 이
적용된 제어면 음속 역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 (3.13)을 이용하여 변경된
시스템 고유값이 반영되어 있다.
∗
𝑐1/2
= 𝑐1/2 × 𝜙1/2

(3.14)

즉 예조건화된 시스템 고유값으로부터 계산해낸 𝜙1/2 을 음속과 마하수에
사용함으로써, AUSMPW+는 예조건화된 지배방정식의 고유값을 반영하게 된
다.
AUSM 계열 수치기법들은 제어면에서 물성치를 전달시키기 위해 전
달 마하수를 정의한다. AUSM+는 AUSM 의 정확성과 충격파 불안정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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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켰으나 벽면 근처나 충격파 영역에서의 진동과 같은 비물리적인 진동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제어면에서 마하수의 부호에 따라 좌우 물성치 중
한쪽의 물성치만 전달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음속 영역이나 천음속
영역에서의 물리 현상을 표현하는데 이처럼 한쪽 물성치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벽면에서의 압력진동현상을 유발한다[18]. 이것을 방지하고
자 AUSMPW+에서 벽면 근처나 충격파와 같이 수치진동을 일으키는 영역
에서 압력가중함수 𝑓 , 𝜔 를 도입하였다. 과도한 압력 차이 항이 수치적 불
안정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압력가중함수는 압력 차이 항에 비례하는 수
치 점성을 포함시켜 수치진동현상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상유동의 경우 압력차이 항에 의해 밀도가 곱해지기 때문에 상 경
계면에서 급격한 밀도차로 인하여 또 다른 수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
다. 이에 따라 다상유동의 AUSMPW+의 제어함수 𝑓 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
며 다음과 같다.
𝑝̅𝐿,𝑅
min(𝜌𝐿 , 𝜌𝑅 )
𝑓𝐿,𝑅 = (
− 1) (1 − 𝜔)
𝑝̅𝑠
𝜌𝐿/𝑅
()𝐿
()𝐿/𝑅 = {
()𝑅

𝑀1/2 ≥ 0
𝑀1/2 < 0

(3.15)

(3.16)

AUSM+에서처럼 한 쪽 물성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쪽 물성치를 고려
하여 수치진동을 제어하기위해 도입한 제어함수 𝜔는 다음과 같다.

𝜔2 = 1 −

𝜔 = max(𝜔1 , 𝜔2 )

(3.17)

3
𝜔1 = 1 − Π1/2

(3.18)

𝑝̅𝑚 𝑝̅𝑛 2
( , )
𝑒𝑚𝑛 ∈Ω𝐿 ∪Ω𝑅 ,𝑚𝑛≠𝐿𝑅 𝑝̅𝑛 𝑝̅𝑚
min

(3.19)

위 식 (3.18)에서 다상 유동에서의 충격파 불연속성을 포착하기 위해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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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 감지 항(SDST, shock-discontinuity-sensing term) Π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SDST 는 다음과 같다.
𝑝𝐿 𝑝𝑅
𝑜
Π1/2
= min ( , )
𝑝𝑅 𝑝𝐿

(3.20)

기존의 SDST 는 충격파 근처에서 0, 멀어질수록 1에 가깝도록 설정하였는데
이는 순전히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다상유동에서는 비록 충격파
영역이 아니더라도 상 경계면에서 급격한 밀도 차이에 의해 압력 또한 크
게 바뀌기 때문에, 식 (3.20)은 충격파 불연속면과 상 경계면을 구별하지 못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EOS 의 가정하에 다상 유동 SDST 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16].
𝑝̅𝐿 𝑝̅𝑅
Π1/2 = min ( , ) ,
𝑝̅𝑅 𝑝̅𝐿

𝑝̅𝐿,𝑅 =

1
𝛼1/2 1 − 𝛼1/2
𝑝𝐿,𝑅 + 𝑝𝐿,𝑅 + 𝑝𝑐

(3.21)

여기서 𝛼1/2 은 기체상의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𝑝𝑐 는 액체 상의 물의
stiffened EOS 에서 나온 것인데 충격파 포착을 위한 적절한 압력 차를 결정
하는 역치 값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식 (3.21)도 특정한 EOS 에서만 만족하
고 일반적인 전 속도 영역에서의 다상 유동을 다루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는 EOS 에 의존하는 𝑝𝑐 값과 무관하게 새롭게 정의된 SDST 를 사용하였는
데 이는 아래와 같다.
∗
Π1/2
= min (

𝑝̅𝐿∗ 𝑝̅𝑅∗
, ),
𝑝̅𝑅∗ 𝑝̅𝐿∗

∗
𝑝̅𝐿,𝑅
= 𝑝𝐿,𝑅 + 0.1 × min(𝜌𝐿 𝑐𝐿2 , 𝜌𝑅 𝑐𝑅2 )

(3.22)

∗
위 식 (3.22)에서 새롭게 정의된 𝑝̅𝐿,𝑅
는 EOS 와 무관하게 경계면에서의 혼합

밀도와 음속만을 사용하므로 전 혼합 유동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따라
서 위 식 (3.18)의 제어함수 𝜔에서는 식 (3.22)를 사용하였다.
한편 Edwards 와 Liou 는 저마하수에서 예조건화된 수치기법이 중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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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처럼 작동함으로써 홀짝 분리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AUSMDV 의 밀도 플럭스에 압력 구배에 대한 수치점성이 존
재하여 이 항을 예조건화된 시스템에 맞게 재조정하여 저마하수에서의
AUSMDV 를 개발했다. AUSMPW+에서도 마찬가지로 식 (3.15)의 기존의 𝑓𝐿,𝑅
로는 저마하수에서 벽면 근처의 수치 진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홀짝 분리문
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방법과 같이 압력 가중함수 𝑓𝐿,𝑅 를 예조
∗
건화 시스템에 맞는 함수 𝑓𝐿,𝑅
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음과 같다.
∗
𝑓𝐿,𝑅
= 𝑓𝐿,𝑅 ×

1
𝜃2

(3.23)

∗
위 식 (3.5) ~ (3.8)에서는 새롭게 정의된 위 식 (3.23)의 𝑓𝐿,𝑅
를 사용하여

AUSMPW+의 예조건화 적용을 완성한다.

3.1.2 점성 플럭스 수치 기법
식 (2.1)의 점성 수치 플럭스 항 𝑭𝒗 를 계산하기 위해 2 차 중심차분법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직교 좌표계 (𝑥, 𝑦, 𝑧)에서 곡선 좌표계 (𝜉, 𝜂, 𝜁)로
의 국소 변환을 적용하였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𝑞 𝜕𝑞 𝜕𝜉 𝜕𝑞 𝜕𝜂 𝜕𝑞 𝜕𝜁
=
+
+
𝜕𝑥 𝜕𝜉 𝜕𝑥 𝜕𝜂 𝜕𝑥 𝜕𝜁 𝜕𝑥

(3.24)

여기서 q 는 원시형 변수 벡터 𝑸𝒑 의 원시형 변수를 나타낸다. 미분항 𝑞𝜉 ,
𝑞𝜂 , 𝑞𝜁 는 유한 차분법으로 구해진다. 예를 들어 비교차 미분항(non-cross
derivative component)은 three-point 방식으로 구해진다. 또한 교차 미분 항
(cross derivative component)은 nine-point 방식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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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간 적분 법
식 (2.40)에 2 차 backward Euler 시간 적분법을 적용하고 식을 다시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Ω𝑖 |
|Ω | 3
1 𝑛−1
̅ 𝒑_𝑖 ) + 𝑖 ( Δ(𝑸
̅ 𝑛+1
̅ 𝑛𝑖 + 𝑸
̅
𝚪Δ(𝑸
− 2𝑸
)
)
𝑖
𝜏
𝜏
Δ𝜏
Δ𝑡 2
2 𝑖
̅𝒑
= −𝑹𝑖 (𝑸

𝑛+1,𝑚+1

,𝑡

𝑛+1

,𝜏

𝑚+1

(3.25)

)

여기서 Δ()𝜏 = ()𝑚+1 − ()𝑚 이다. 또한 n 과 m 은 각각 물리적 시간 𝑡와 의사
시간(pseudo-time) 𝜏을 나타낸다. m+1 단계의 residual vector 를 근사시켜 위 식
을 다시 쓰면 아래와 같다.
|Ω𝑖 |
|Ω | 3
𝜕𝑅𝑖
̅ 𝒑 ) + 𝑖 Δ(𝑸
̅ 𝑛+1
̅ 𝒑 𝑛+1,𝑚 , 𝑡 𝑛+1 , 𝜏 𝑚 ) Δ(𝑸
̅𝒑 )
𝚪Δ(𝑸
(𝑸
)𝜏 +
𝑖
𝑖 𝜏
𝑖 𝜏
Δ𝜏
Δ𝑡 2
𝜕𝑄𝑝
̅ 𝒑 𝑛+1,𝑚 , 𝑡 𝑛+1 , 𝜏 𝑚 ) −
= −𝑹𝑖 (𝑸

|Ω𝑖 | 3 𝑛+1,𝑚
1 𝑛−1
̅𝑖
̅ 𝑛𝑖 + 𝑸
̅
( Δ𝑸
− 2𝑸
)
Δ𝑡 2
2 𝑖
(3.26)

여기서 |Ω𝑖 |는 computational cell Ω𝑖 의 부피를 의미한다. 우변항을 𝑹∗ 로 정의
하고 좌변항을 재정리 하면 위 식 (3.26)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Ω𝑖 |
3 |Ω𝑖 | 𝜕𝑸
[
𝚪+
Δ𝜏
2 Δ𝑡 𝜕𝑸𝒑
+

𝜕𝑅𝑖
̅ 𝒑 𝑛+1,𝑚 , 𝑡 𝑛+1 , 𝜏 𝑚 )] Δ(𝑸
̅𝒑 )
(𝑸
𝑖 𝜏
𝜕𝑄𝑝

(3.27)

̅ 𝒑 𝑚 , 𝑡 𝑛+1 , 𝜏 𝑚 )
= −𝑹∗𝑖 (𝑸
여기서 우변항 𝑹∗ 은 아래와 같다.
̅ 𝒑 𝑚 , 𝑡 𝑛+1 , 𝜏 𝑚 ) = 𝑹𝑖 (𝑸
̅ 𝒑 𝑛+1,𝑚 , 𝑡 𝑛+1 , 𝜏 𝑚 )
𝑹∗𝑖 (𝑸
|Ω𝑖 | 3 𝑛+1,𝑚
1 𝑛−1
̅𝑖
̅ 𝑛𝑖 + 𝑸
̅
+
( Δ𝑸
− 2𝑸
)
Δ𝑡 2
2 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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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𝑸
̅ 𝑛+1
̅ 𝒑_𝑖 ) 이다.
이 때, Δ(𝑸
)𝜏 = 𝜕𝑸 Δ(𝑸
𝑖
𝒑

𝜏

식 (3.27)의 좌변항은 sparse 행렬로서 iterative 방법이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Yoon 과 Jameson 이 제안한 LU-SGS(Lower-Upper Symmetric
Gauss-Seidel) 내재적 시간 적분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좌변항의 내재적
연산자(implicit operator)를 lower matrix 와 upper matrix 로 차분하는 lower-upper
factorization 을 적용하고 Gauss-Seidel relaxation 을 적용한다[19]. 이 기법은 행
렬 inversion 이 아닌 scalar inversion 을 구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을 효율적으
로 단축시킬 수 있다. LU-SGS 는 내재적 연산자의 비점성 수치 플럭스를 다
음과 같은 스칼라 점성 플럭스로 근사시켜서 나타낸다[20].
1
̅ 𝑖𝑘 , 𝑸
̅ 𝑘𝑖 , 𝒏) = (𝑭𝑐 (𝑸
̅ 𝐿 ) ∙ 𝒏 + 𝑭𝑐 (𝑸
̅ 𝑅 ) ∙ 𝒏)
𝑯𝑐 (𝑸
2
1
̅𝑅 − 𝑸
̅𝐿)
− 𝚪𝑖𝑘 |𝜆𝑖𝑘 |(𝑸
2

(3.29)

̅ 𝑖𝑘 는 cell Ω𝑖 에서 Ω𝑘 방향의 cell 경계면의 상태 벡터를 나타낸 것
여기서 𝑸
이고 𝜆𝑖𝑘 는 spectral radius 로 다음과 같다.
′
| + 𝐷𝑖𝑘
𝜆𝑖𝑘 = |𝑈𝑖𝑘

𝜕𝜌
𝜕𝑝
+
(
)
𝜕𝜌 𝜕ℎ
𝜕ℎ 𝜕ℎ
|𝒏 ∙ (𝑥̅𝑘 − 𝑥̅𝑖 )| 𝜕𝜌
+𝜌
−𝜌
𝜕𝑇
𝜕𝑝 𝜕𝑇
𝜕𝑝 𝜕𝑝 𝑖𝑘
𝑘

2

(3.30)

′
𝑈𝑖𝑘
와 𝐷𝑖𝑘 는 식 (2.35)와 (2.36)과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점성 계산을 위한 점

성의 spectral radius 이다. 위 근사식들을 적용하면 식 (3.27)은 아래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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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𝑖 |
3 |Ω𝑖 | 𝜕𝑸 1
𝜕𝑫
̅𝒑 )
𝚪+
+ ∑ 𝜆𝑖𝑘 𝚪𝑖𝑘 |𝑒𝑖𝑘 | + |Ω𝑖 |
] Δ(𝑸
𝑖 𝜏
Δ𝜏
2 Δ𝑡 𝜕𝑸𝒑 2
𝜕𝑸𝑝
𝑒𝑖𝑘 ∈Ω𝑖

1
̅ 𝑚+1
̅𝑚
̅
+ ∑ [𝐹𝑐 (𝑸
𝒑𝑘 ) ∙ 𝑛 − 𝐹𝑐 (𝑸𝑝𝑘 ) ∙ 𝑛 − 𝜆𝑖𝑘 𝚪𝑖𝑘 Δ(𝑸𝒑𝑘 )𝜏 ] |𝑒𝑖𝑘 |
2

(3.31)

𝑒𝑖𝑘 ∈Ω𝑖

𝑚

̅ 𝒑 , 𝑡 𝑛+1 , 𝜏 𝑚 )
= −𝑹∗𝑖 (𝑸
여기서 𝑒𝑖𝑘 는 cell Ω𝑖 에서 Ω𝑘 방향의 face vector 를 의미하고 |𝑒𝑖𝑘 |는 그 면적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orward sweep 과 backward sweep 은 다음과 같다.
Forward sweep:
̅ 𝒑 )∗ = −𝑹∗𝑖 (𝑸
̅ 𝒑 𝑚 , 𝑡 𝑛+1 , 𝜏 𝑚 )
𝑀Δ(𝑸
𝑖
𝜏

1
̅ ∗𝒑 ) ∙ 𝑛 − 𝑭𝑐 (𝑸
̅𝑚
̅
− ∑ [𝐹𝑐 (𝑸
𝑝𝑘 ) ∙ 𝑛 − 𝜆𝑖𝑘 𝚪𝑖𝑘 Δ(𝑸𝒑𝑘 )𝜏 ] |𝑒𝑖𝑘 |
𝑘
2

(3.32)

𝑒𝑖𝑘 ∈Ω𝑖

Backward sweep:
̅ 𝒑 ) = Δ(𝑸
̅ 𝒑 )∗
Δ(𝑸
𝑖
𝑖
𝜏

𝜏

1
̅ 𝑚+1
̅∗
̅ ∗
− 𝑀−1 ∑ [𝐹𝑐 (𝑸
𝒑𝑘 ) ∙ 𝑛 − 𝑭𝑐 (𝑸𝑝𝑘 ) ∙ 𝑛 − 𝜆𝑖𝑘 𝚪𝑖𝑘 Δ(𝑸𝒑𝑘 ) 𝜏 ] |𝑒𝑖𝑘 |
2

(3.33)

𝑒𝑖𝑘 ∈Ω𝑖

식 (3.32), (3.33)의 𝑀은 다음과 같다.
𝑀=

|Ω𝑖 |
3 |Ω𝑖 | 𝜕𝑸 1
𝜕𝑫
𝚪+
∑ 𝜆𝑖𝑘 𝚪𝑖𝑘 |𝑒𝑖𝑘 | + |Ω𝑖 |
Δ𝜏
2 Δ𝑡 𝜕𝑸𝒑 2
𝜕𝑸𝑝
𝑒𝑖𝑘 ∈Ω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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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제 4 장 수치 실험 결과

이 장에서는 2 차원 쐐기 형상에 대해서 특정 자유류 조건에서 자연
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공동과 쐐기 후류에서 비응축 가스의 분사로 인해서
생기는 분사 공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실험 결과와 비교 하고자
한다. 실험은 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유동소음제어실험실에서 수행된
공동 실험을 참고하였으며 100 × 100 × 1400𝑚𝑚 크기를 가지는 캐비테이
션 터널에서 수행되었다. 최대 유속은 20m/s 이며 가압 및 감암 장치를 통해
터널 내부 압력은 최소 10kPa 에서 최대 300kPa 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4.1: 캐비테이션 터널

캐비테이션 터널 안에 놓인 2 차원 쐐기 형상의 모양은 그림 4.2 와 같다. 사
용된 2 차원 쐐기 형상은 쐐기각(𝛼 )이 20°, 길이(𝑐 )가 56.72mm, 높이(𝑑 ) 가
20mm 이다. 실제 실험에 사용된 형상은 3 차원 쐐기인데 폭 100mm 를 가지
는 3 차원 쐐기이므로 캐비테이션 터널의 폭과 같게 하여 양쪽 벽면에 고정
시켰다. 따라서 쐐기의 옆면으로 흐르는 유동이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은 2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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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 차원 쐐기 형상

원 유동을 구현한 것과 같다.
터널 안에 쐐기 형상을 놓고 앞쪽에서 물이 유입될 때 자유류 조건
(속도, 압력)을 조절하면 후류에서 자연적으로 공동이 발생한다. 또한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자유류 조건에서 쐐기 후류에 비응축 가스를 분사시
키는 것을 분사 공동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 먼저 자연 공동 및 분사 공동
에서 사용된 실험 조건 등을 소개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수치해석 한 결과
를 가지고 2 차원 쐐기 형상 후류의 비정상 유동의 패턴과 공동의 길이 및
압력 등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4.1 쐐기 형상 후류의 자연 공동

4.1.1 자연 공동 수치 실험 조건
자연 공동(natural cavitation)이란 액체 유동에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부적인 지점의 압력의 급격한 강하로 증기압(vapor pressure) 보다 낮아지면
서 기화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동 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무차원화
상수인 공동수(cavitation number)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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𝜎=

𝑝∞ − 𝑝𝑣
1
2
2 𝜌∞ 𝑣∞

(4.1)

여기서 𝑝∞ , 𝜌∞ , 𝑣∞ 는 자유류의 압력, 밀도, 속도를 나타내며 𝑝𝑣 는 증기압을
나타낸다. 유동의 압력이 낮고 속도가 빠를수록 공동이 더 잘 생성되는 조
건이며 이는 공동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식 (4.1)에 따르면 물의 증기압 𝑝𝑣 는 특정 온도나 밀도에서 크게 변하
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동수에 따른 공동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유동의 압력 혹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본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캐비
테이션 터널에서 유입류의 속도를 약 8m/s 로 고정시킨 체 압력을 조절해가
면서 여러 공동수에 따른 유동을 해석하였다. 아래 표 4.1 은 캐비테이션 터
널에서 서로 다른 공동수를 얻기 위한 자유류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𝑝∞ (kPa)

𝜎

30.32

0.37

31.44

0.40

32.49

0.44

33.81

0.50

38.70

0.71

41.68

0.84

44.93

0.98

47.59

1.08

51.14

1.23

54.73

1.38

58.98

1.54

표 4.1 자연 공동의 캐비테이션 터널 내부 자유류 수치 해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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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캐비테이션 터널의 정렬 격자 형상과 경계조건

그림 4.4: 쐐기 주변 정렬 격자의 확대

증기압 𝑝𝑣 는 액체 내 온도와 밀도가 정해지면 특정 값으로 정해진다.
캐비테이션 터널 내부 물의 온도는 14℃ , 밀도는 999kg/m3 이며 이 때 증
기압은 1.591kPa이다.
그림 4.3, 4.4 는 캐비테이션 터널을 모델링 하여 계산에 사용한 정렬
격자를 나타낸다. 경계조건으로 우선 앞쪽에 액체의 유입을 나타내기 위해
질량유량의 유입 조건(MassflowrateIn)을 사용하였다. 질량유량 𝑚̇ 은 다음과
같다.
𝑚̇ = 𝜌𝑣𝐴

(4.2)

물의 밀도 𝜌는 약 1000kg/m3 , 유입 속도 𝑣는 8m/s , 단면적 𝐴는 0.0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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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𝑚̇ = 80𝑘𝑔/𝑠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3 차원일 때의 단면적을 고려하
여 나타낸 질량유량이므로 2 차원 격자계에서의 계산을 위해 폭 길이 0.1m
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질량유량의 유입 경계조건은 특정한 질량유량 𝑚̇
의 Input 값을 유지하도록 경계면에서의 속도를 구하여 흐르게 한다. 캐비테
이션 터널 뒤쪽의 경계조건은 아음속 유출(Subsonic outlet) 조건을 적용하였
다. 터널의 위, 아래와 쐐기형상 주변에는 벽면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전체 계산격자는 67,680 개의 격자요소와 68,353 개의 격자점으로 구성되고
총 21 개의 Multi-block 으로 이루어져있다. 쐐기 후류에서 공동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의 정밀한 해석을 위하여 그림 4.4 와 같이 쐐기 후류에 많은 격자
요소를 집중시켰다.

4.1.2 자연 공동 수치 실험 결과

자연 공동의 후류 유동과 공동 특성

공동수에 따른 쐐기 후류의 공동의 생성과 유동 특성을 실험과 수치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이 다음 그림 4.5 이다. 실험 그림은 공동의 생성 과
정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수치 해석의 그림은 밀도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5 를 보면 쐐기 후류에 생성되는 유동 패턴이 크게 2 가지 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공동수가 0.56 이하인 경우에 그림 4.6 과 같이 쐐기
후류에 닫힌 공동 와류(bounded vortices)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닫힌 공동은 쐐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공동수가 커짐에
따라 길이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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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동수가 점점 커져서 약 0.56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 4.7과 같이
쐐기 후류에 공동이 Karman 와열(Karman vortex street) 형태로 주기적으로 떨
어져 나가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몰
수체(submerged body)의 후류에서 Karman 와열이라 불리는 주기적 특성을 갖
는 와류가 형성된다. 쐐기 형상에서 박리된 공동유동은 가까운 후류(near
wake) 영역에서 닫힌 와류를 형성하며, 천이영역을 거쳐 상대적으로 먼 후
류(far wake) 영역에서는 유동방향 와류(streamwise vortices)와 횡방향 와류
(spanwise vortices)의 주기적 조합인 Karman 와열이 형성된다.
이처럼 쐐기 후류의 자연 공동은 낮은 공동수에서는 닫힌 공동이 길
게 형성되며 비정상성(unsteadiness)이 약한 유동인 반면 공동수가 높아질수
록 닫힌 공동이 짧아지면서 Karman vortex 형태로 주기적 특성을 갖는 와류
가 형성되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실험에서도 나타나며 수치
해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잘 모사하였다. 한편 쐐기 후류에
서 멀어질수록 떨어져나가는 와류 모사의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는
RANS 기반의 난류모델의 한계와 균질혼합 모델에서 시간이 갈수록 상경계
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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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공동수에 따른 쐐기 형상 후류 자연 공동 유동의 실험과 수치해
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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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낮은 공동수에서 형성되는 쐐기 후류 자연 공동 유동 특성

그림 4.7: 높은 공동수에서 형성되는 쐐기 후류 자연 공동 유동 특성

공동수에 따른 공동의 길이

그림 4.5 에서 보듯이 공동수가 커짐에 따라 공동의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공동의 길이(l)를 쐐기의 두께(d)로 무차원화하여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아래 그림 4.8 이다. 전반적으로 무차원화
된 공동의 길이는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일치하였고 공동수가 커짐에 따
라 공동의 길이는 감소하였다. 또한 공동수가 낮을 때는 공동수가 커지면서
공동의 길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공동수가 클 때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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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동수와 공동의 길이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인다. 앞서 그림 4.5 에서
공동수가 약 0.56 이상일 때 그림 4.7 과 같이 닫힌 공동과 Karman 와류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영역에서는 그림 4.8 에서 보듯이 공동수가 커짐에 따라
닫힌 공동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Karman 와류가 형성되지 않을 때보다 조금
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닫힌 공동만 형성되는 낮은 공동수에서
는 공동수에 따라 공동의 길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공동수에 따른 무차원화 공동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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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쐐기 형상 후류의 분사 공동

4.2.1 분사 공동 수치 실험 조건
자연적으로 공동을 발생시키려면 수중 속에서 운동체의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수중 운동체의 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응축 가스를 분
사시켜 인위적인 공동을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분사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이라 한다. 자연 공동과 마찬가지로 분사 공동에서도 공동 현상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무차원화 상수인 공동수(cavitation number)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𝜎=

𝑝∞ − 𝑝𝑐
1
2
2 𝜌∞ 𝑣∞

(4.3)

𝑝∞ , 𝜌∞ , 𝑣∞ 는 식 (4.1)과 동일하게 자유류의 압력, 밀도, 속도를 나타내는데
자연 공동의 공동수에서 증기압 𝑝𝑣 를 사용한 대신 분사 공동의 공동수에서
는 공동의 압력 𝑝𝑐 로 공동수를 정의한다. 자연 공동의 공동수는 물의 증기
압 𝑝𝑣 가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동의 압력 혹은 속도를 조
절해서 공동수를 다르게 할 수 있었다. 반면 분사 공동의 공동수는 공동의
압력 𝑝𝑐 로 정의되고 이는 가스의 분사량에 따라 달라진다. 분사량이 많을수
록 공동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수가 낮아진다. 따라서 분사공동에
서 서로 다른 공동수에 따른 공동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분사량을 조
절해야 한다.
본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유입류의 속도를 약
6m/s, 압력을 89kPa 로 고정시킨 체 쐐기 후류의 가스 분사량을 조절해가면
서 여러 공동수에 따른 유동을 해석하였다. 아래 표 4.2 는 캐비테이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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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로 다른 공동수를 얻기 위해 조절한 분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에서 l/min 단위로 주어진 가스 분사량을 g/s 로 환산하였다.

𝑚̇(g/s)

𝜎

0.61

1.01

1.66

0.90

2.10

0.80

2.32

0.69

3.60

0.64

4.70

0.58

표 4.2 분사 공동의 여러 분사량의 수치 해석 조건

가스의 분사는 다음 그림 4.9와 같이 쐐기 후류에서 이루어진다. 실제
쐐기 형상은 폭 100mm 를 가지고 있고 쐐기 형상 뒷면의 정중앙에 지름이
4.86mm 인 구멍에서 가스가 분사가 된다. 이 가스의 분사를 모사하기 위해
그림 4.10 과 같이 쐐기 뒷 변에 4.86mm 길이만큼 가스에 대한 질량유량 경
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이 경계조건은 앞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한 질량유량
경계조건과 기본적으로 같으며 비응축 가스의 질량분율 𝑦𝑔 가 1 인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모사한다. 하지만 그림 4.10 과 같이 쐐기
뒷 변에 해당 길이만큼 질량유량 경계조건을 사용하면 길이 4.86mm, 폭
100mm 만큼의 직사각형 모양 구멍에서 나오는 가스 분사를 모사하는 것과
같다. 실제 지름이 4.86mm 인 원모양의 구멍에서의 가스 분사를 모사하기
위해 실험에서 사용한 분사량을 폭 길이 0.1m로 나눈 값을 수치 해석에서
사용하였고 표 4.2 의 분사량도 이를 반영한 값이다. 분사 공동에 사용된 격
자와 나머지 부분의 경계조건은 그림 4.3 의 자연공동에서 사용한 캐비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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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터널을 모델링한 정렬격자와 경계조건을 똑같이 사용하였다.

그림 4.9: 쐐기 형상 분사 공동의 개요도

그림 4.10: 분사 공동의 쐐기 주변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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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분사 공동 수치 실험 결과

분사 공동의 후류 유동과 공동 특성

공동수, 즉 분사공동에서 분사량에 따른 쐐기 후류의 공동의 생성과
유동 특성을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이 다음 그림 4.11 이다. 그
림 4.5 와 마찬가지로 실험은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수치 해석은
밀도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연 공동과 마찬가지로 그림 4.11 을 보면 쐐기 후류에 생성되는 유
동 패턴이 크게 2 가지이다. 먼저 공동수가 0.60 이하인 경우에는 분사량이
많아 쐐기 후류에 분사 가스가 주위 유동과 상호 간섭 없이 뒤쪽으로 나아
가며 이에 따라 분사 공동이 길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유동의 비정상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가스 영역과 액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단순한 유동 형태로 나타난다.
반면 분사량을 점점 줄여 공동수가 점점 커지면 자연 공동과 비슷하
게 쐐기 후류에 공동이 Karman 와열(Karman vortex street) 형태로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까운 후류
영역에서 형성된 닫힌 와류는 공동수가 커짐에 따라 점점 짧아진다. 먼 후
류 영역에서는 Karman 와열이 형성되는데 자연 공동에서는 이 와열이 주위
액체와 혼합이 되어 멀리 전달이 되지 않는 반면 분사 공동에서는 비응축
분사가스에 의한 공동이기 때문에 와열이 사라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멀리
전달이 된다.
이처럼 쐐기 후류의 분사 공동은 자연 공동과 비슷하게 공동수에 따
라 나타나는 유동의 형태가 다르다. 낮은 공동수에서는 분사 공동이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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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형성되는 비정상성(unsteadiness)이 약한 유동인 반면 공동수가 높
아지면 어느 순간 Karman vortex 형태로 주기적 특성을 갖는 와류가 형성되
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실험에서도 나타나며 수치해석 결과
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잘 모사하였다.

그림 4.11: 공동수에 따른 쐐기 형상 후류 분사 공동 유동의 실험과 수치해
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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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에 따른 쐐기 후류 공동 압력

자연 공동에서는 비정상성이 작은 낮은 공동수에서 비교적 뚜렷한 닫
힌 공동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정량적인 수치를 실험과 수치 해석을 비교
하였다. 그러나 분사 공동에서는 자연 공동과 유동의 형태가 달라 닫힌 공
동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의 길이 대신
실험에서 측정한 공동의 압력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비교를 한 것이 그림
4.12 이다. 높은 공동수는 적은 분사량을 의미하는데 분사량이 적을수록 쐐
기 후류 분사 공동의 압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실험과 수치해석의
공동 압력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12: 공동수에 따른 쐐기 후류 분사 공동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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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으로 인한 항력 계수 변화 분석

4.1, 4.2 장에서 쐐기 형상 후류에서 형성되는 자연 공동 및 분사 공동
에 대한 수치 실험 결과가 공동 패턴의 경향성이나 공동의 길이 등의 실험
결과를 잘 모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수에 따라 쐐기 후
류에 비정상 유동의 특성이 나타나며 그림 4.12 와 같이 쐐기 후류 공동의
압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같은 공동의 특성은 쐐기의 항력에
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자연 공동 및 분사 공동으로 인해 쐐기 형상의 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또한 공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와 공동이
발생할 때의 항력 계수를 비교하여 공동으로 인한 항력 계수의 영향에 대
해서 분석해본다.

4.3.1 자연 공동이 발생할 때 쐐기의 항력 계수
표 4.1 의 수치 해석 조건에 따라 계산한 자연 공동에 대해서 쐐기 형
상의 항력 계수를 나타낸 것이 그림 4.13 이다. 3.2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정
상 유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항력 계수는 시간에 대한 그래
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13 에서 수치 해석의 항력 계수 값에 표시된
Bar 는 항력 계수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그 진폭을 의미한다.
그림 4.13 에 따르면 공동수가 작아지면서 항력 계수가 작아지는 경향
성을 보인다. 즉 공동이 더 많이 발생할수록 이는 쐐기의 항력 감소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값의 경우 공동수가 0.7 이상인 경우에 항력
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공동수가 0.5 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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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자연 공동이 발생할 때 공동수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수 있다. 이는 자연 공동이 형성될 때 닫힌 공동에서 Karman 와열 형태의
비정상 유동으로 바뀌게 되는 공동수와 비슷하다. 즉 닫힌 공동 상태에서는
항력 계수가 감소하고 공동수에 따른 항력 계수 변화가 큰 반면, 비정상 유
동 형태의 자연 공동에서는 공동수가 달라져도 항력계수가 크게 변하지 않
는다. 하지만 수치 해석 결과 닫힌 공동상태에서 공동수가 작아지면서 항력
계수도 작아지는 경향성은 잘 보였지만 비정상성이 큰 영역에서는 공동수
가 커지면서 항력계수는 일정하지 않고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
치해석과 실험의 오차는 3 차원 효과에서 기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차원
유동을 구현하기 위해 터널의 양쪽 폭에 고정시킨 쐐기 형상은 실험에서
측정 장비의 특성상 항력 계수를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험 값의 항력
계수는 같은 길이와 높이를 가지지만 폭의 길이는 터널의 반인 쐐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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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2 차원 유동의 수치 해석에서 측정한 항력 계
수와 오차가 발생한다. 한편 공동수가 클수록 항력 계수의 진폭 값이 커지
는데 이는 공동수가 커질 때 4.1.2 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이 Karman 와열형
태로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4.3.2 분사 공동이 발생할 때 쐐기의 항력 계수

표 4.2 의 수치 해석 조건에 따라 계산한 분사 공동에 대해서 쐐기 형
상의 항력 계수를 나타낸 것이 그림 4.14 이다. 그래프에 따르면 분사 공동
에서도 공동수가 작아지면서 항력 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항력
계수의 변화 폭은 자연 공동보다 크다.
전방 유입류의 조건은 속도가 6m/s, 압력을 89kPa 로 고정시키고 쐐기
후류 분사량만 조절하면서 공동수를 조절하였는데 이는 분사량에 따라 공
동의 압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수가 0.8, 1 일 때 쐐기 형상 주변
압력장을 나타낸 것이 그림 4.15이다. 압력장에서 공동수가 0.8일 때보다 공
동수가 1 일 때 쐐기 후류의 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적은 분
사량일수록 분사에 의한 공동의 압력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방 유입류
조건이 동일할 때 분사량이 많을수록 쐐기 후류에서 분사 공동에 의한 압
력이 커지므로 쐐기 앞과 뒤의 압력 차이가 줄어들어 이는 쐐기 형상에 전
반적인 항력 감소를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래는 쐐기 형상 뒷부분에서
유동의 흐름이 꺾이면서 압력강하가 일어났던 것을 분사 가스에 의한 공동
이 후류 압력을 높여서 항력 계수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 공동과 마찬가지로 공동수가 클수록 항력 계수의 진폭 값
이 커지는데 여러 공동수에서 시간에 따른 항력 계수를 나타낸 그림 4.16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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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이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사량을 줄여 공동수가 커
질 때 쐐기 후류 유동의 비정상 특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정상 특성이 커
지면서 후류 유동이 떨어져 나가는 Karman 와류에 의해 진동하는 형태가
되고 이에 따라 항력 계수 또한 일정하지 않고 진동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분사량이 많아 공동수가 작은 영역일수록 공동의 압력이 크게 형성되어 항
력 계수가 줄어들며, 또한 비정상 유동 특성이 줄어들어 항력 계수의 진동
폭이 작아져 안정된 값을 나타낸다.

그림 4.14: 분사 공동이 발생할 때 공동수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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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 𝜎 = 0.8

(𝑏) 𝜎 = 1
그림 4.15: 분사 공동의 공동수 0.8, 1 일 때 쐐기 형상 주변 압력장

그림 4.16: 분사 공동에 의한 시간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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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자연 공동 및 분사 공동의 공동수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계수

그림 4.13 과 4.14 의 자연 공동과 분사 공동에 의한 쐐기의 항력 계수
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4.17 이다. 공동수에 따른 항력 계수
의 변화가 자연 공동보다 분사 공동에 의해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공동의 공동수는 전방 유입류의 조건 혹은 운동체의 속도
에 따라서 달라지는 반면 분사 공동의 공동수는 분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분사 공동을 이용하면 자연 공동에 비해 항력 감소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중운동체 제어판이 물과
접촉할 시에 제어판 후류에 가스를 분사시켜 분사 공동을 형성하여 쐐기
후류 압력을 높이면 제어판에 미치는 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 때 분사량에 따라 항력 계수 변화 폭이 크고 진폭도 달라지기 때문
에 비정상 유동의 특성이 작은 분사 공동이 형성되는 분사량을 파악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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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율적이고 안정화된 항력 감소를 유발하는데 중요하다.

4.3.3 공동으로 인한 항력 계수 변화 분석

지금까지는 실험 조건에 맞추어 수치 해석을 한 후 이에 대한 항력을
분석하였고 분사량에 따라 분사 공동이 자연 공동에 비해 항력 감소를 더
크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자연 공동이 발생
하지 않는 낮은 속력, 높은 압력에서 점차 속도와 압력을 조절해가면서 자
연 공동이 발생 했을 때 항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공동을 발생 시켰을 때 항력
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자유류 속도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우선 자유류의 압력 𝑝∞ 을 75kPa 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유류의 속도
𝑣∞ 를 1m/s 에서 8m/s 까지 변화시켜 가며 쐐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측정한 것
이 그림 4.18 이다. 속도가 5m/s 이하일 때는 쐐기 후류 압력 강하가 증기압
까지 떨어질 만큼 충분하지 않아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영역에
서는 속도가 올라가도 항력 계수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속도가 6m/s
이상으로 커지는 순간 쐐기 후류 압력 강하가 증기압까지 떨어져서 자연
공동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일정 하였던 항력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항력 계수 또한 감소하였다. 속도가 빨라
질수록 쐐기 후류 압력 강하가 크게 일어나는데 자연 공동이 발생하는 순
간 기화가 되어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쐐기 전 후 압력 차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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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이 때 항력 계수의 분모 항에 있는 속도의 제곱 항으로 인해 항력
계수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속도가 5m/s 이하인 영역에서 분사
량 𝑚̇이 2.7g/s 인 분사 공동을 발생시켰을 때 항력 계수를 측정해보았다. 이
분사량은 4.2 절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정상 유동의 특성이 나타
나지 않는 분사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사 공동을 발생 시켰을 때, 항력 계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자유류 속도가 커져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분사 공동으로 인해 쐐기 후류 압력이 공동의 압력으로 유지되어 쐐기 전
후 압력 차를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그림 4.18: 자유류 속도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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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류 압력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이번에는 자유류의 속도 𝑣∞ 을 5m/s 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유류의
압력 𝑝∞ 을 20kPa 에서 80kPa 까지 변화시켜 가며 쐐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측정한 것이 그림 4.19 이다. 압력이 50kPa 이상일 때는 유입류의 압력이 높
아 쐐기 후류 압력 강하가 증기압까지 떨어질 만큼 충분하지 않아 자연 공
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는 압력이 낮아져도 항력 계수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압력이 50kPa 이하로 작아지는 순간 쐐기 후류 압력 강하
가 증기압까지 떨어져서 자연 공동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일정
하였던 항력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항력 계수
또한 감소하였다. 이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자연 공동이 발생하는 순간 쐐기
후류 압력은 공동에 의해 증기압 수준으로 일정한데 쐐기 전 유입류의 압
력이 낮아지면서 쐐기 전 후 압력 차가 감소해 항력 계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압력이 50kPa 이상인 영
역에서 분사량 𝑚̇ 이 2.7g/s 인 분사 공동을 발생시켰을 때 항력 계수를 측정
해보았다. 그림 4.18 과 마찬가지로 분사 공동을 발생 시켰을 때, 항력 계수
가 크게 감소하였고 자유류 압력이 달라져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
같은 이유는 쐐기 주변의 압력장을 나타낸 그림 4.20 에서 알 수 있다. 자유
류 압력이 각각 60kPa, 70kPa 일 때 같은 분사량으로 형성된 분사 공동이어
도 쐐기 후류 압력이 각각 50.7kPa, 62.2kPa로 두 경우 모두 쐐기 전 후 압력
차가 약 8kPa 로 비슷했다. 이는 쐐기 후류의 압력이 분사 공동의 압력으로
높아져 쐐기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압력 강하를 크게 줄여 항력 계수를 줄
이며 또한 유입 압력이 달라져도 분사 공동은 쐐기 전 후 압력 차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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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자유류 압력에 따른 쐐기 형상의 항력 계수

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8 4.19 은 분사 공동이 항력을 비약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초공동이 발생한 상태의 운동체에서 제어판은 일부분은
공동 속에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물과 접촉된 상태에 있게 된다. 운동체의
제어를 위해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이 필수적이지만 이 부분은 항력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높은 속도 혹은 낮은 압력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제어판 후류에 자연 공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력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유동 조건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후류에 분사 공동을 형성함으로서 제어판에 작용하는 항력을
크게 감소시켜 운동체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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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𝑎) 𝑝∞ = 60𝑘𝑎

(𝑏) 𝑝∞ = 70𝑘𝑎
그림 4.20: 다른 자유류 압력에 대한 쐐기 형상 주변 압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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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 차원 쐐기 형상 후류에서 발생하는 자연 공동 및 분
사 공동의 수치 해석을 통해 각각의 비정상 유동의 특성과 쐐기 형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축성 유동 해석자는 충남대학교 유동소음제어
실험실의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시행된 실험 결과의 비정상적 유동의 특성
을 잘 모사하였다. 자연 공동과 분사 공동은 각각 증기압과 공동의 압력으
로 공동수를 정의하는데 이 공동수에 따라 후류 유동 특성이 다름을 확인
하였다. 두 가지 모두 특정 공동수 이하에서는 비정상적 유동의 특성이 약
한 반면, 특정 공동수 이상의 영역에서는 후류에 공동이 Karman 와열
(Karman vortex street) 형태로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비정상 유동의 특성
을 보였다. 또한 공동의 길이나 공동의 압력이 실험 값과 거의 일치하여 수
치 해석의 공동의 모사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쐐기 후류에 형성되는 공동은 쐐기의 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 모두 공동이 많이 형성될수록 항력 계수가 줄어들며 비정상 유동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항력 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 폭이 커지는 경
향을 나타낸다. 공동수에 따른 항력 계수의 변화 폭은 분사 공동이 더 컸으
며 이는 분사량에 따라 후류 공동의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연 공동
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유류 속도와 압력을 조절해가면서 공동을 발
생 시켰을 때 항력 계수가 줄어들었다. 반면 자연 공동이 발생하지 않는 조
건에서 분사 공동을 인위적으로 형성시켰을 때 항력 계수가 자연 공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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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분사 공동이 쐐기 후류 압
력을 공동의 압력으로 유지시키고 쐐기 전 후 압력 차를 크게 줄여 자연
공동에 비해 항력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후
류에 분사 공동을 형성하는 것이 제어판에 작용하는 항력을 크게 감소시켜
운동체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후속 연구로는 받음각과 공동수에 따른 양력 계수의 분석과 실제 수
중운동체와 제어판을 동시 해석 했을 때, 제어판 후류의 분사 공동으로 인
한 항력 변화의 분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쐐기 후류에서 더 세밀한
와류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DES 난류 모델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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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natural and ventilated cavitating flows behind a two-dimensional wedg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In order to simulate the cavitation, we use multi-phase RANS flow
solver with a homogeneous mixture model and a preconditioning technique. Good
agreements are obtained between the present numerical results and the experiment for
cavitating flow patterns, cavity length, and cavity pressure. Both cavitating flows show the
characteristic of unsteady periodic vortical flow above certain cavitation number. The change
of drag coefficients of a wedge by cavitation is also analyzed. Drag coefficients along with
cavitation numbers change more by ventilated cavitation than natural cavitation. Compared
to drag coefficients with no cavitation, drag coefficients are decreased by natural and
ventilated cavitation. Ventilated cavitation can significantly decrease drag coefficients by
changing pressure behind a w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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