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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박의 프로펠러가 부분 침수 조건에서 회전하는 경우, 프로펠러의 

날개 일부가 수면 위에 노출된 상태로 회전하며 자유 수면과 충돌하면서 

복잡한 공기 혼입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 한 물리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복잡한 형상의 프로펠러를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움직이는 구가 입수하는 경우로 단순화하고 이 때 발생하는 자유 수면의 

변형(splash & dome)과 연이어 발생하는 환기공동(ventilated 

cavity)을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입수 현상은 임의의 형상을 가지는 고체가 기체와 액체 사이의 자유 

수면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고체의 밀도, 형태, 표면 거칠기 및 

속도와 액체의 밀도와 점성, 표면장력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그 

현상이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움직이며 입수하는 구의 경우에도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자유 낙하하는 구와 동일하게 질량비보다는 

표면 거칠기 및 입수 속도가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하여 큰 정적 

접촉각을 갖는 구는 작은 정적 접촉각을 갖는 구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입수속도에서도 유동의 분리에 의해 뚜렷한 형태의 스플래쉬와 

돔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유입되는 많은 양의 공기에 의해서 충분히 

발달된 캐비티가 형성된다. 원호를 따라 움직이는 구의 경우에는 회전 

중심축에 한 회전 반경이 구 표면의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구의 

바깥쪽이 안쪽에 비해 높은 접선 속도를 갖게 되고, 이러한 속도의 

차이로 인해 스핀을 가지며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입수 현상과 유사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 형태의 비 칭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비 칭성은 입수 직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므로 입수 초기의 

스플래쉬는 칭적인 형태를 띠나 이후 발생하는 돔의 경우 바깥쪽이 

안쪽에 비해 더 높은 비 칭 형태를 띤다. 자유 수면 하부에서 발생하는 

캐비티는 수면 근처에서는 이동 궤적인 원호의 반경 방향에 해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인 긴 비 칭성을 가지나, 회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캐비티는 정수압의 영향으로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긴, 



 

ii 

반  방향의 비 칭성을 띤다. 수면 하부에서 형성되는 캐비티는 자유 

수면에서 만들어 지는 스플래쉬의 열린 공간을 통해 다량으로 유입되고, 

돔의 생성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공기에 의해 만들어 진다. 

어느 정도 닫혀진 캐비티는 계속 회전을 하는 구에 의해서 

늘어지게(stretched) 되므로 상 적으로 내부 압력은 낮아 지게 되고, 

구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압력은 높아 지게 되므로 캐비티의 

중간이 오므라들고(deep seal) 최종적으로는 아래쪽과 위쪽의 캐비티로 

분리된다. 자유 낙하하는 구가 입수할 때는 입수 직후부터 구가 받는 

항력에 의해 느려져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며, 핀치-오프 이후 분리된 

캐비티의 사이에는 작은 버블이 관찰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같이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캐비티 핀치-오프 이후 

분리되는 두 개의 캐비티 사이에서 뚜렷한 형태의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관찰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구의 안쪽과 바깥쪽의 속도차에 

의한 반류의 와류 구조와 등속으로 입수한 구에 의해 발생하는 캐비티가 

늘어져 위아래로 분리되는 캐비티의 표면장력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캐비티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는 이후 

소멸하면서 강한 제트의 형태를 가지는데 분리 이후 아래쪽의 

캐비티에는 캐비티 표면의 진동을 유발하고, 위쪽의 캐비티를 

최종적으로 붕괴하게 만드는 두꺼운 제트를 형성한다. 수면하부에서 

발생하는 캐비티의 체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고속카메라의 이미지에서 캐비티의 경계를 추출하고 접선 방향의 축에 

한 칭을 가정하여 체적을 계산하였다. 캐비티의 경계로부터 구한 

반경 방향 중심과 이동 경로인 원호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캐비티의 

비 칭성을 수치적으로 정량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자유 낙하하는 구의 항력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고속카메라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진 

반면, 일정한 속도로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구의 입수 문제를 위해 

설계된 시험장치는 회전축과 구를 연결하므로 회전축에 설치된 

토크미터를 통해 계측된 토크를 이용하여 구의 이동 경로인 원호의 접선 

방향으로의 항력을 직접 구할 수 있다. 중력과 부력을 받는 조건에서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구의 접선 방향의 항력 만을 분리해 내기 위한 

별도의 시험 절차를 마련하였다. 고속카메라를 통한 영상 취득과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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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 계측 결과를 동기화하여 구 주변 캐비티의 형성 여부 및 형태 

변화와 항력과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였다. 동일한 입수속도에서 

캐비티가 형성되는 경우의 평균적인 항력이 캐비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작으며,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의 변동 역시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캐비티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측정되는 상 적으로 

적은 항력 변동은 자유 수면의 변동 및 캐비티의 형태 변동과 일정한 

상관 관계를 가진다. 

주요어: 입수, 원호, 등속도, 항력, 스플래쉬, 돔, 캐비티 

학  번: 2018-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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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배경 

선박에 장착되는 부분의 프로펠러는 수면으로부터 충분히 잠긴 깊

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로펠러의 날개가 수

면 위로 노출되어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조 중인 선박에 

해 안벽에서 엔진 시운전을 하는 경우 충분한 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회전을 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엔진 회전수에 응되는 프로펠러 추력의 

손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적절한 계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

한 선박의 발라스트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라스트 

탱크를 비우게 되거나 황천 중의 운항시 과도한 종동요가 발생하므로 프

로펠러가 수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조건에서 프로펠러가 

작동하게 되면 프로펠러의 추력 중심이 프로펠러 축에서 멀어지게 되므

로 프로펠러 축을 기준으로 한 벤딩모멘트가 작용하여 축을 지지하고 있

는 베어링에 설계 하중 이상이 가해 지는 경우가 있어, 베어링의 파손이 

일어 나거나 베어링 발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부분 침수조건

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에 의한 급격한 추력과 토크의 변동은 프로펠러

를 구동하는 모터나 엔진 등의 내구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프로펠러와 축계 및 주기관을 포함하는 추진시스템의 설계자는 

이러한 부분 침수 조건에서 불평형하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예측하여야 충분히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다.  

Figure 1과 같이 프로펠러가 부분 침수조건에서 회전하는 경우, 추력

의 중심이 프로펠러가 물에 닿는 위치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어 수면과 

날개 끝 사이의 어느 위치로 추력 중심이 옮겨 가고, 프로펠러 체적에 

의한 부력의 일부를 잃게 되므로 충분히 잠긴 경우에 비해 불평형이 더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프로펠러 날개가 수면과 충돌함으로써 

다량의 공기가 혼입되어 수면 하부에서 환기공동(ventilated cavity)을 

형성함으로서 프로펠러 주위의 압력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도 이러한 추

력 중심의 이동과 힘의 불평형에 추가적으로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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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partially submerged propeller (DNV-GL TECHNICAL AND 
REGULATORY NEWS No. 01/2017) 

앞서 설명한 환기공동은 고속선의 추진장치로 사용되는 수면관통 프

로펠러(surface piercing propeller)나 초월공동 프로펠러

(supercavitating propeller)에서 발생하는 공동과는 유사한 형태로 발

생하나 공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고 이러한 프로펠러는 날개 단면의 

항력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환기공동은 프로펠러가 수면 위에 노출되는 조건 뿐만 아니라, 날개 

끝이 수면에서 매우 가까운 경우, 날개 끝의 빠른 속도에 의해 낮아진 

압력에 의해 수면으로부터 공기가 빨려 들어와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날

개 표면 자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현상

과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환기공동에 의해 프로펠러의 추력

손실이 일어나고, 축계의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실용적인 측

면에서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1.2 문헌조사 

Olofsson(1996)은 초고속선에 사용되는 고효율의 수면관통 프로펠

러로서의 부분 침수 프로펠러의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날개 중 하

나에 5분력계를 설치하여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개에 걸리는 하중을 정

확히 계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부분 침수조건에서 날개에 걸리는 하중

의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수평각과 수직각을 갖는 조건에서 발생하

는 진동 성분을 조사하였다. 

이태구 등(2011)은 선박의 프로펠러가 잠긴 깊이에 따른 추력과 토

오크의 변화를 프로펠러 단독시험장치를 이용한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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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부분 침수 프로펠러의 bollard pull 조건에서의 추력 및 토오크

의 감소량에 한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박일룡 등(2017)은 자유 수면 근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회전

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추력 및 토오크의 변화를 전진비가 0인 경

우를 포함한 다양한 전진비에 한 수치계산을 통해 자유 수면에서 발생

하는 파형은 프로펠러의 팁 보오텍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밝히고 전

진비가 커질수록 추력 및 토오크의 감소량이 증가함을 밝혔다. 

A. Califano et al.(2011)은 스러스터 프로펠러에 한 침수 깊이 및 

전진비를 달리 하는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통해서, 프로펠러 벤틸레이션 

현상이 침수 깊이  프로펠러 반경비가 큰 경우(즉 프로펠러가 깊이 잠

긴 경우)에는 자유 수면 보오텍스에 의해, 그 비가 작을 때는 프로펠러 

팁 보오텍스에 의해서 발생함을 관찰하고 그 중간 깊이에서는 두 영향이 

모두 작용함을 설명하여 프로펠러 벤틸레이션 현상에서 3가지 영역이 

존재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부분 침수조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에 해서는 환기공

동 등에 의해 평균적인 추력의 손실을 검토하거나 추력 중심이 설계 조

건과 달라져 발생하는 이상 진동에 의한 축계 발열을 검토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프로펠러와 자유 수면의 충돌에 의한 자유 수면 자체

의 변형과 연이어 발생하는 캐비티의 생성 등의 메커니즘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분 침수조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문제를 단순화하

여 원주상의 경로를 등속도로 이동하는 구의 입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프로펠러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물체가 자유 수면과 충돌하는 문제

를 우선 원주상의 경로를 등속도로 입수하는 구의 형태로 단순화하고 이 

때 발생하는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가 발생하는 현상에 한 물리적

인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자유 낙하하는 구의 입수 현상에 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이미 

이루어 졌다. 입수현상은 고체 물체가 기체-액체의 경계면에 임의의 속

도로 충돌하면서 기체에서 액체로 들어가는 상황에 한 것이다. 이는 

일찍이 von Karman(1929)이나 Wagner(1932)가 연구한 수상비행기

의 바퀴에 해당하는 폰툰의 입수 문제나,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의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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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연구주제이며, 최근에는 선박의 운동에 

의한 슬래밍이나 액상 물질에 원하는 고체의 제품을 담그는 코팅과정(이 

과정에서는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자유 낙하 하는 구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에 

미치는 다양한 인자 중에서 주로 입수하는 물체의 질량비, 표면거칠기

(및 그에 따른 정적 접촉각) 및 입수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istoff et al.(2008)은 고체와 액체의 충돌 문제로서의 입수 문제

를 1900년  초의 Worthington(1908)의 선구적인 연구로부터 제2차 

세계 전 즈음의 미해군무기연구소(Naval Ordnance Laboratory)의 군

사분야 연구, 운석의 충돌과 같은 지구물리 및 우주물리 분야,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나 곤충 등의 생물학 분야를 통해 소개하였다. 표면의 거

칠기에 따른 표면의 젖음(wettability) 특성을 2가지 상태(Cassie-

Baxte state와 Wenzel state)로 이상화 하였다. 표면이 거친 상태를 폭

과 높이를 가진 기둥의 연속된 배열로 가정하여 입수 속도에 따른 동압

과 깊이에 따른 정압에 노출 되어 구의 측면으로 갈수록 공기가 기둥 사

이에 갇히게 되어 구 주위의 유체 흐름이 구를 따라 이동할 때 분리가 

되어 캐비티가 형성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웨버수(Weber Number)와 

본드수(Bond Number)에 따라 캐비티의 형태를 4가지(quasi-static, 

shallow seal, deep seal, surface seal)로 구분하고 캐비티의 형성에 

한 이론 모형을 세워, 캐비티의 형태,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시간과 깊

이 등을 예측하고 이를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Truscott(2009)은 다양한 질량비와 표면 조건을 갖는 구의 입수 

실험을 수행하여 질량비보다는 표면의 코팅 처리에 의한 정적 접촉각과 

같은 표면 조건과 입수 속도가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함을 설명하였고, 추가적으로 구의 자체적인 회전속도가 

있는 경우(입수진행방에 해 수직한 축에 한 회전)에는 회전하는 방

향으로 국부적인 입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캐비티의 생성에 기여함을 

설명하였다. 회전속도를 갖는 구의 입수에서는 구의 좌우에서 상 적인 

입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발생하는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형태에 있어서도 비 칭성이 나타났다. 

Speirs et al.(2019)은 Aristoff et al.(2008)이 수행한 연구를 확장

하여 캐비티의 4가지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웨버수와 본드수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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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거칠기에 의한 정적 접촉각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즉 다

양한 정적 접촉각을 갖도록 다양한 표면 코팅 방법을 적용하고 입수 속

도를 변화시켜 가며 웨버수와 본드수를 조절함으로서 각각의 정적 접촉

각에 한 4가지 캐비티 형태의 영역 매핑을 제시하였다. 낮은 웨버수에

서 스플래쉬 크라운의 부재가 임계 속도 이하에서의 캐비티 생성의 원인

임을 설명하였다. 

김나영(2019)은 종횡비와 표면 거칠기가 다른 구형 실린더 형상을 

갖는 물체의 입수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물체와 수면의 충돌 

직후 물체를 따라 올라오는 얇은 유체막이 물체를 따라 계속 올라오는 

경우에는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유체막이 물체에서 분리되는 경

우에는 캐비티가 발생함을 고속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캐

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분리되지 않은 유체막은 물체의 후단 극점

에서 만나 얇은 제트를 형성하고, 물체가 완전히 입수를 마친 후에는 물

체의 끌어 당김에 의해 두꺼운 제트가 형성됨을 관찰하였다. 종횡비가 

큰 물체의 경우는 얇은 유체막이 제트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승과 하강만

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서 미분적 접근방법과 검사체적 방

법으로 유체막의 거동을 예측하였다. 구형 실린더의 입수 쪽 반구 표면

을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거칠게 한 경우의 입수 실험에서는 종횡비가 

4와 8과 같이 긴 실린더 형상의 물체에서는 캐비티 핀치-오프가 물체

의 중간에서 발생함을 관찰하였다. 고속카메라를 통해 얻은 이미지를 이

용하여 구의 속도, 가속 및 힘을 간접적으로 구하였고, 표면이 거칠어 

캐비티가 생성되는 조건에서는 항력이 작음을 설명하였다. 종횡비가 큰 

물체의 경우에 입수과정에서 좌우 방향의 비 칭적인 힘에 의해서 텀블

링 운동을 함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주요한 연구방법은 다양한 실험 조

건의 입수 현상을 고속카메라로 영상을 취득하여 입수 초기의 스플래쉬

나 돔의 형성과정과 캐비티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표

면 거칠기와 이로 인한 정적 접촉각의 차이로 인해 구와 수면의 충돌과

정에서 구를 따라서 도는 유동(이를 통상 film rising이라고 함)이 구의 

표면에서 분리가 되면서 스플래쉬나 돔을 형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공간

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캐비티의 형성을 돕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구의 궤적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구가 받는 항력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므로써, 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캐비티의 유무에 따른 항력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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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상 및 개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상은 Figure 2와 같이 원호를 따

라 등속도로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이다. 구의 입수에 한 많은 선행연

구에서는 주로 공기중에서 자유 낙하를 통해 떨어뜨린 구가 자유 수면에 

수직으로 입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입수 현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인자로 입수 현상을 구성하는 물질인 액체, 기체, 고체의 특성(밀도, 

점도 등)과 각 물질의 경계에서의 특성(정적 접촉각, 표면장력 등)을 들 

수 있다. 입수할 때의 고체와 액체가 이루는 각도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알루미늄과 페놀릭 레진(당

구공)으로 만들어진 직경 50mm의 구가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반경 

401mm의 원호를 따라 접선 속도 1.0m/s~4.7m/s의 등속도로 입수하

는 경우를 상으로 삼고 있다. 회전축을 수면에 두었으므로 실제 입수 

순간의 접선 속도는 수면과 정확히 90도를 이루지 않고 약 4도의 차이

를 가진 86도를 이룬다. 

 

Figure 2 Object of this dissertation research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명/소멸 

과정을 고속카메라로 관찰하여 질량비, 표면 거칠기 및 입수속도가 주는 

영향을 자유 낙하하는 구에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원호를 따라 

이동하므로 구 표면의 모든 위치에서의 회전반경에 따라 입수 속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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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되므로 일반적인 자유 낙하 물체와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

전 선행연구 중, 스핀을 갖는 구의 입수 문제의 경우에는 유사한 자유 

수면의 변형 및 생성된 캐비티의 형태에서의 비 칭성을 띠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비 칭성외에 다른 특성도 관찰되었고 이후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원호를 따라 움직이는 구의 입수 문제를 다루므로 자유 낙하하는 경

우와 달리 회전축과 구를 연결하는 연결암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결암 

자체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발생을 최 한 억제하고 구가 

만드는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에 최 한 간섭을 주지 않는 형상을 

찾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회전암을 고안하여 비교

시험을 수행하였고, 날개 단면을 갖는 회전암 본체와 회전암의 한쪽 끝

과 구를 연결하는 갈고리 모양의 연결쇠를 이용하여 실험장치를 완성하

였다. 

이전 선행연구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구에 한 고속카메라 영상 분

석을 통해 구의 궤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궤적 상의 가속도를 계

산하는 방법으로 구가 받는 항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본 논

문에서 고안한 실험장치에서는 구를 회전시키는 회전축에 서보모터를 설

치하여 원하는 임의의 입수 속도를 구현하므로 이 회전축과 모터 사이에 

정밀한 토크미터를 설치하여 계측된 토크값을 이용하여 구에 걸리는 항

력을 직접적으로 계측하였다. 교란되지 않는 물속에 입수하는 조건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회전암 등의 구성이 비 칭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에서 일정한 입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축계 전체의 관성모멘트 보다 

훨씬 크며, 유지 토크가 큰 모터를 사용하였다. 초기 가속시 비 칭 하

중을 갖는 회전암에 의해 초기에 큰 진동 성분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하므로 추가적인 서보모터 파라미터 튜닝을 수행하고 공기중에서의 사전 

시험을 통해 이러한 진동 성분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구에 걸리는 항

력 만을 별도로 분리해 내기 위해서 구가 달리지 않는 조건에서에의 입

수시험을 추가하는 실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제 2장 실험방법에서는 물탱크, 구, 회전장치, 고속카메라, 서보모터, 

토크미터 등을 이용하여 등속도로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의 자유 수면 변

형과 캐비티를 관찰하고 구의 항력을 계측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

다. 제 3장에서는 입수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서술하고 설계된 

다양한 시험조건에서의 고속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자유 수면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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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캐비티의 생성/소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를 구별하고, 이전 

선행 연구인 자유 낙하하는 구의 입수시의 현상과 유사한 점과 차이 나

는 점을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토크 계측을 이용하여 

캐비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회전각도(회전위치)에 따른 고속카메라 영

상과 항력계측결과를 동기화하여 캐비티의 형태 변화와 항력 사이의 상

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이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캐비티의 생성 여부

에 따른 평균적인 항력과 입수 시기 동안의 변동량을 검토하였다. 마지

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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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방법 

2.1 실험장치 

원호를 따라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

티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Figure 3과 같이 물탱크, 구, 

축 회전장치, 구동모터, 토오크미터, 조명장치, 고속카메라를 구성하였다. 

 

Figure 3 Experimental setup for impacting sphere 

물탱크는 투명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벽면과 철제 프레임으로 제작하

였으며, 물이 채워 지는 내부의 크기는 가로 1960mm, 세로 960mm, 

깊이 500mm이다. 사용된 물은 일반 상수도의 물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시 계측된 수온은 15도~20도로 별도로 조절하지는 않았다. 회전 축계

는 정면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면의 중앙(바닥에서 500mm, 뒷면에

서 480mm, 측면에서 980mm)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였다. 회전축에서 

길이 300mm의 날개 단면의 회전암과 길이 100mm의 갈고리 모양의 

연결고리에 구의 위쪽 끝을 숫나사와 암나사로 연결하였다. 이렇게 조립

된 구는 구의 중심에 해서 반경 400.8mm의 원호를 따라 Figure 4와 

같이 이동한다. (회전암-연결고리-구의 연결은 추가로 Figure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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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otating arm/sphere/connecting hook and direction of rotation 

Mansoor et al.(2014)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연직 상방에서 보았을 

때 정사각형 단면의 중앙으로 자유 낙하하는 구의 경우, 구의 직경/탱크 

폭의 값이 0.075보다 큰 경우에 측벽효과에 의해서 생성되는 캐비티의 

크기가 제한을 받거나 캐비티의 표면이 진동하며 캐비티의 여러 지점에

서 캐비티 핀치-오프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험장치에

서는 구가 원호를 따라 이동하므로 연직 하방으로 자유 낙하하는 경우와 

달리 세 방향의 측벽과의 거리가 회전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구의 

반지름과 구의 중심에서 세 방향 측벽까지의 연직거리를 이용하여 동일

한 개념의 직경/탱크 폭 비를 정의하면 Figur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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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here diameter-Tank width ratio in case of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통상 자유 낙하하는 구의 경우에는 정사각형 단면의 중앙으로 입수

하여 양 측면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므로 구의 직경-탱크의 폭의 비를 사

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Figure 5와 같이 양 측면의 평

균거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0.075보다 작으므로 측벽의 효과

를 무시할 수 있다. 다만, 측벽 효과가 벽면에서 가까울 때 압력의 영향

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유 낙하 하는 경우와 달리, 원호를 따라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의 문제에서는 바닥 쪽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

로 이를 고려하여 세 방향의 평균 거리를 사용하면 0.075보다 큰 경우

가 있게 된다. 또한 자유 낙하하는 실험에서 벽과의 거리는 낙하하는 방

향의 수직 방향이므로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구의 경우에는 반경 방향의 

거리를 추가로 계산하였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구의 회전 위치가 130

도 부근을 지나는 위치부터는 측벽 효과가 나타나는 기준을 넘어 서게 

된다. 따라서 구의 위치가 물탱크의 바닥과 가까운 위치에서는 Mansoor 

et al.(2014)에서와 같은 측벽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구는 총 3가지를 사용하였다. 질량비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알루미늄과 페놀릭 수지(일반 당구공의 재질) 2가지를 선택

하였다. 거칠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샌드페이퍼(#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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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구의 입수 방향으로의 아래쪽 반구를 거칠게 하였다. 반구의 

거칠기를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작은 조각의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반구의 각 부분을 동일한 횟수로 다듬어 주었다. 구의 정적 접

촉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구의 여러 위치에서 정적 세사일 드롭(static 

sessile drop)방법을 사용하고 Figure 6과 같이 Stalder et al. (2006)에

서 사용한 B-스플라인 방법을 이용하여 저자들이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Figure 6 ImageJ and drop-analysis plugin for static contact angle measurement by 
Stadler et al. (2006) 

표면의 거칠기에 한 이상화된 모델로 Aristoff et al.(2009)은 

Figure 7과 같이 ‘Cassie-Baxter’상태와 ‘Wenzel’상태의 2가지로 표면

의 젖음 상태를 구분하였고, 구 표면의 위치에 따라 ρU2cos2β+ρgZ

의 액체의 침투압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유동의 분

리에 의한 스플래쉬/돔/캐비티의 생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매 실

험이 끝나고 수면의 교란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구에 묻은 물

기를 종이 타월로 닦고 드라이어로 충분히 건조시켜 모든 실험에서 입수

시 표면의 조건이 동일하도록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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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dealized model of surface roughness illustrating the possibility of two 
wetting states (Aristoff et al., 2009) 

 원호를 따라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의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 모터 

축에서 일정한 반경을 갖는 회전암을 설치하고 회전암의 끝에 구를 고정

하였다. 완전한 정수 상태의 수면으로 입수하기 위해서 회전암은 회전축

에 해서 비 칭으로 설치되고 12시방향을 0도로 회전축을 보는 방향

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 구가 만드는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 및 소멸을 관찰해야 하므로 구 이외의 다른 회전체는 유동의 교란

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igure 8과 같이 다양한 시도

를 통해 최적의 회전암과 끝단에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선정하였

다. 최종 선정된 회전암은 날카로운 양날을 갖는 최  두께 8mm 및 회

전축으로부터 반경 300mm 크기로 제작되어 급격한 가속에도 견고하게 

구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암의 끝단과 구를 연결하는 구조

는 두께 2mm정도의 철판을 레이저로 절단 가공하여 갈고리모양으로 만

들어 구의 진행방향 후면에 고정하여 입수 시점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고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캐비티를 최소화 위해 입수 

방향쪽 면은 날카롭게 갈아 내었으나 여전히 작은 규모의 캐비티는 불가

피하였다. 그러나 구가 만드는 캐비티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확인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회전암과 갈고리 모양의 연결고리를 통해 구는 

회전축에서 400.8mm의 회전 반경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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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veral attempts to design proper rotating arm and supporting structure on 
sphere to suppress the interference effect 

 앞서 설명한 구와 회전암 전체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5.5kW급 AC

서보모터를 사용하였다. Figure 9와 같이 0도 위치에서 가속을 시작해서 

45도에서 정속에 이르고 이후 입수 및 출수를 거친 후 315도 위치에서 

감속을 하여 최종 정지에 이르도록 제어시퀀스를 만들고 이를 프로그램

으로 구현하였다. 구의 입수 속도는 모터에서 제어되는 각속도와 회전암

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며, 본 시험에서는 구의 중심 위치에서의 속도

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제어프로그램은 원하는 입수 속도에 응

되는 각속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명할 고속카메라 영상 취득시 

원하는 회전 위치 간격(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1도 간격)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Table 1과 같이 필요한 고속카메라의 초당 영상 취득수

(frame per second)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

터 제어의 정밀도는 입수시와 출수 사이의 구간에서 정속을 유지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한데, 영상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토크 

계측을 통한 구의 항력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크미터에 부착된 회전각 검출기(encoder) 신호를 

샘플링하여 시간에 따른 회전각을 측정하여 Figure 10과 같이 정속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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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justment of frame per second to capture images in 1 degree interval 

 

 

Figure 9 AC servo motor control program and the sequence of speed control from 
start to stop 

Vtip(m/s)
second corr.

to 1 deg.

fps for 1 deg.

Interval sampling

1.0 0.0070 143

2.0 0.0035 286

2.5 0.0028 357

2.8 0.0025 400

3.0 0.0023 429

3.5 0.0020 500

4.0 0.0017 572

4.2 0.0017 600

4.7 0.0015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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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ccuracy check result of AC servo motor control 

실험에 사용한 고속카메라는 IDT사의 NX5-S2 제품(max. 

resolution 2336 pixel x 1728 pixel, max. fps 730@max. res.)을 사용

하고 영상 취득을 위한 제어를 위해 동사의 MotionStudio를 사용하였다. 

나중에 사용할 고속카메라 영상과 항력 계측 결과의 동기화를 위해서 고

속카메라 영상 촬영시 모든 입수속도 조건에서 1도 간격으로 촬영되도

록 초당 영상 취득수(frame per second)를 조절하였고, 영상의 후처리

에서 화면이 왜곡이 없는 180도 위치를 기준으로 각 영상에 회전 각도

를 삽입하였다. 고속카메라에 사용된 렌즈는 f1.4/50mm 표준 렌즈이며, 

입수 및 출수 전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로 1000mm, 세로 600mm 

정도의 피사체를 담을 수 있는 거리에서 피사체의 중간(실험장치 상의 

회전축)에 카메라 및 삼각 를 설치하였다. 피사체의 정 중앙을 기준으

로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므로 입수 시점의 구는 표준렌즈 화각의 바깥쪽 

영역에 있으므로 Figure 11과 같이 수면 위쪽과 아래쪽의 굴절률 차이

에 의한 화면 왜곡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입수 과정을 더 자세히 촬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입수 위치에 맞게 이동하여 촬영하였다. 

구의 입수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심도와 셔터속도가 필요하므로 본 실험에 사용된 조명

조건하에서 여러 심도와 셔터속도를 시도하여 최적의 조합을 선정하였다

(심도 f. 1.4+3click, 셔터속도 117μSec).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10bit 깊이의 회색조 TIFF 포맷으로 저장하고 이후 후처리를 수행하였

다. 촬영에 사용된 조명은 일반 가정용 LED 모듈을 사용하여 물탱크의 

뒷면에 부착하고 불투명 아크릴판을 물탱크 안쪽의 적정한 거리로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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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설치하여 빛이 확산될 수 있게 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는 회전각도

를 삽입하고 초당 5장 정도의 재생 속도를 가지는 동영상을 기본으로 

제작하였고, 이후 회전 각도별 항력계측결과의 동영상과 동기화하여 하

나의 영상 파일로 결합하였다. 

 

Figure 11 Distortion of acquired image between over and under the free surface 

2.2 실험조건 

앞서 설명한 구의 재질, 거칠기(및 이에 따른 정적 접촉각) 및 입수

속도 조건은 아래 Table 2와 같이 유사한 실험을 수행한 선행연구와 비

교하여 정리하였고, 본 실험조건에서의 무차원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Parameters for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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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mensionless numbers based on two different impact velocities (U0): 
Froude number (Fr = U0

2/gR), Reynolds number (Re = ρU0R/μ), Weber number 
(We = ρUo

2R/σ), Bond number (Bo = ρgR2/σ), and capillary number (Ca = μU0/σ). 
Here, σ, ρ, and μ are the surface tension(=0.072N/m), density(=1000kg/m3), and 

dynamic viscosity(=0.001Paㆍs) of the water and g(=9.80665m/s2)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2.3 항력 측정장치 및 실험 절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서는 정해진 궤적인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이동하며 입수하는 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회전암과 구

를 강제로 회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구동력을 제공하는 모터와 회전체 

사이에 토크미터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할 수 있는 적

절한 절차를 거쳐 회전암의 토크를 제거하면 구에만 걸리는 토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한 토크를 회전축과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로 나누어 

주면 회전운동의 접선 방향에 한 구의 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토크미터는 HBM사의 T21WN모델을 사용하였고, 실험 계획에서의 

구의 직경과 속도 영역을 고려하여 정격 용량 10Nm를 선정하였다(동력

계의 정밀도는 선형오차 0.1%FS임). 고속카메라를 통해 얻은 각도별 

영상이미지와 동기화를 위해 회전 각도를 계측하였다. 본 제품의 경우 

회전속도를 계측하는 사양이므로 각도는 1도의 해상도를 가지는데 계측 

이후 선형 보간을 통해 1도 이하의 값으로 변환하였다. 각도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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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는 한 앞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을 (+)로 잡으며, 회전 

각도의 경우 12시방향이 0도이다. 양의 토크의 방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이며, 입수시 구의 항력에 의한 토크는 시계 반 방향으로 

걸리므로 음의 부호를 가지며 음의 방향 토크로 구한 항력도 음의 부호

를 가지게 된다. 

회전암은 모터축에서 보았을 때, 한쪽에만 달린 비 칭형태로, 모터

의 부하제어측면에서 원하는 가속도와 정속도를 얻기 위해서 별도의 서

보모터 제어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였다. 또한 비 칭하중의 제어를 원

할하게 하여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여 계측하기 위해서 실험시 계측되는 

토크 역의 10배 이상의 순간 토크를 낼 수 있는 용량/ 관성 모터

를 사용하였다. 0도에서 출발해서 45도 위치까지 원하는 각속도로 가속

하고 이후 입수하여 출수 후 315도까지 정속을 유지하고 이후 감속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모터를 제어하였다. 공기중에서 매우 천천히 한 바퀴 

회전하는 경우, Figure 12와 같이 토오크의 값은 중력의 영향으로 사인

함수형태를 가지며, 토크가 가장 크게 걸리는 90도 위치에서 구(알루미

늄 재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면 약 0.681Nm로 실제 구의 

무게로 인한 토크 차이 0.688Nm 비 약 1%정도의 오차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ure 12 Torque signal when arm only/arm & sphere (aluminum) rotate very 
slowly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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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기 중에서 실제 실험 조건과 동일한 가속을 통해 원하는 속

도에 도달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모터 축의 입장에서 비

칭 회전암을 초기에 기동하여 매우 짧은 시간 내에(최  속도 4.7m/s인 

경우 약 0.13초) 정속에 이르러야 하므로 큰 가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

다. 이 때 Figure 13과 같이 초기에 관성력에 의한 큰 하중이 한번 걸리

게 되고 이 하중은 전체 시스템에 기진력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제어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계측되는 토크에 진동성분이 기록되어 제 로 

된 물체의 항력 계측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전암과 알루미늄구

를 결합한 후 입수 속도 4.2m/s 조건에 해서 서보모터 파라미터 튜닝

을 통해 공기중에서의 회전시, 회전의 초기 혹은 가속이 끝나는 45도 

지점 혹은 최소한 입수직전에는 회전 각도에 의한 자중의 영향(천천히 

회전시켜서 가속의 영향은 없는 조건과 동일)만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어 튜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제어 파라미터 튜닝

을 통해서 Figure 14와 같이 모든 실험 조건에서 해당하는 속도로 회전

하며 입수 시점에 도달하는 경우(90도 부근), 가속의 영향에 따른 진동 

성분은 제거되고 자중의 영향만 남게 되었다. 다만 출수 이후인 270도 

부근 이후는 자중 영향 이외의 성분의 약간 남아 있으며, 이는 서보 모

터의 튜닝의 한계이나 출수 이후의 상황이므로 무시할 수 있다. 

 

 

Figure 13 Torque signal after final tuning of 5.5kW motor with aluminum sphere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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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orque signal of every test condition with proper servo tuning in air 

 

Figure 15 Torque signal when arm & sphere rotates very slowly in air and water 

공기 중에서 회전하는 경우와 달리, Figure 15와 같이 물 속에서는 

회전암 및 구의 부피에 따른 부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구에 걸리는 항력 

만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한 속

도에서의 구에 걸리는 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Figure 16과 같이 4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단,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0도에서 공기 중의 가

속을 시작하므로 분리된 항력에는 초기 가속시의 관성력에 의한 영향이 

남아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수 시점 이후에는 가속의 영향

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86도 이후의 입수시점부터는 물속에서 

구의 항력으로 볼 수 있다. (혹은 모든 속도조건에서 in air test를 수행

했으므로 in water test시 0~86도의 계측결과에서 in air test시의 값을 

빼주어도 됨. 그러면, 0~86도 사이에서의 물에 의한 항력은 0으로 계산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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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orces acting on the arm and sphere under the free surface and 
procedures to get the hydrodynamic drag of sphere 

이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Figure 17과 같이 거친 당

구공이 4.2m/s의 입수 속도를 갖는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로우 데이터: 1200Hz로 샘플링된 신호로 시험장치에서 별도의 트

리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계측을 시작함  

2)리샘플링 데이터: 회전을 시작하는 시점을 감지(torque신호의 변

동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정리함(t=0로 이동함). 또한 회전 각도 신호

의 경우, 장비 사양상 1도 해상도를 가지므로 실제 계측값에서 1도 미

만의 값이 계측되면 이를 반올림 처리하고, 그 사이를 다시 직선 보간하

여 각도를 계산함(따라서 각도의 계측 정밀도는 약 1도임) 이후에는 모

두 각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함  

3)회전암과 구에 걸리는 토크 계산: 회전암에 구가 연결된 상태에서

0도에서 시작하여 초당 6.8도 정도의 느린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의 토

크를 계측하고 원하는 임의의 속도에서 토크를 계측하고 그 차이를 계산

하면 자중과 부력의 영향이 배제된 임의의 속도에서 회전암과 구에 걸리

는 토크만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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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전암 만의 토크 계산: 회전암에서 구를 제거한 상태(연결되는 

후크는 포함)에서 0도에서 시작하여 초당 6.8도 정도의 느린 속도로 회

전하는 경우의 토크를 계측하고 원하는 임의의 속도에서 토크를 계측하

고 그 차이를 계산하면 자중과 부력의 영향이 배제된 임의의 속도에서 

회전암에만 걸리는 토크만 계산됨 

5)상기 두 과정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 만의 토크 및 항력 계산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계산된 구 만의 토크 및 항력을 보면 

0도에서 시작해서 45도까지의 가속구간 및 이후 정속이지만 이전의 가

속에 따른 기진력이 감쇄되어 입수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할 때까지의 값이 기록이 되나 입수직후부터는 구만의 순수한 항력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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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Sample calculation to get the hydrodynamic drag of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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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해 Table 4의 조건에 해서 토크 계측을 통한 구

의 항력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 고속카메라 

촬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질량과 거칠기, 속도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

해서 시험 조건을 설계하였으며, 속도의 경우에는 Kim(2019)의 프루드

수가 같은 조건을 3회씩 반복하고, 추가로 낮은 속도와 높은 조건을 추

가하였다. 

입수와 출수의 전 과정에서 벌어 지는 유동 변화와 힘 계측을 회전

위치 기준으로 동기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수속도에서 모두 1도 간격

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Table 1과 같이 고속카메라의 초당 샘플

링수를 조절하였다. 입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특정 속

도 및 화면크기에서 가용한 최 의 고속카메라 메모리 조건에서 가장 높

은 샘플링수로 측정하였다. 

구의 입수 현상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 조건 외에 서

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펠러와 같이 복잡한 물체의 입수 현상을 

간략히 검토하기 위해서 KP458, KP505 단날개 모형에 한 시험도 수

행하였다. 

Table 4 Test conditions of drag measurement and image acquisition by high speed 
camera  

 

모터 제어를 포함한 토크계측결과의 신뢰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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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Figure 18에서 위쪽은 캐비티가 발생하는 거친 당구공, 

Vtip=2.8m/s 조건에서 토크 계측의 3회 반복 결과이고, 아래쪽은 캐비

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매끈한 당구공, Vtip=2.8m/s 조건에서 토크 

계측의 3회 반복 결과이며, Figure 16에서 IV에 해당하는 값이다. 

각 그래프에서 하늘색은 천천히 한 바퀴를 돌 때의 토크계측결과로 

자중과 부력의 영향만 반영된 계측결과이다. 즉, 0도에서 출발하여 45도

까지는 가속의 영향이 크고, 이후 작은 진동 성분이 남아 있다가 점차 

모터의 튜닝 효과와 진동의 감쇄 효과가 동시에 적용되어 입수시점에는 

거의 자중 영향만 남게 된다. 두가지 조건 모두 3회 반복시 입수 전 공

기중에서의 계측값은 매우 높은 반복성을 보이므로 계측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 한편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거칠기의 영향으로 동일 질량

과 입수속도에서의 캐비티의 생성 여부에 따라 계측되는 항력의 평균값 

외에 산포 수준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는데, Figure 18의 아래쪽은 캐

비티가 발생하지 않아 물속에서 항력의 변동이 상 적으로 큰 경우이나 

출수 이후에는 다시 일정한 값을 보이므로 계측시스템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Figure 18 Sample results of torque measurement in rough billiard 
ball(upper)/smooth billiard ball(lower), Vtip=2.8m/s 

 

2.4 영상 처리를 통한 캐비티 체적 계산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이동하면서 입수하는 구의 경우, 특정한 조건

에서 자유 수면의 변형(스플래쉬와 돔의 생성)에 이은 수면하부에서의 



 

 27

캐비티 발생을 관찰할 수 있다. 캐비티는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압

력과 표면장력의 균형을 통해 생성되며 수면 하부를 이동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캐비티 형태 변화의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수면 하부를 기준으로 캐비티의 체적을 구의 회전각도(위치)에 따라 계

산하였다. 

Figure 19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캐비티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우선 촬영된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의 값을 회색조(0~255)로 변환하고 

z, x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일정값 이상(촬영된 영상의 경우, 전

체 이미지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경계를 탐지하는 데 좋은 성능을 

냄을 확인)이 되는 경우를 경계로 우선 선정하여 각 픽셀의 값을 이진화

하였다(경계로 추정한 픽셀의 값을 0으로 아닌 곳을 1로 선정). 이후 

배경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제거하면 캐비티의 영역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의 특성상 캐비티의 내부에도 경계값 확정의 알고리즘에 

의한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캐비티 형상의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의 탐색을 통해 첫번째 경계

를 원호를 기준으로 한 캐비티 안쪽과 바깥쪽 경계로 추정하였다. 이렇

게 구해진 캐비티의 경계로부터 실제 체적을 계산하기 위해 구 중심의 

궤적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캐비티 경계에 해당하는 픽셀의 좌표

(z, x)에 해서 각각 9차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경계선을 최종적으로 수

식화하였다. 

 

Figure 19 Image processing for detecting and fitting cavity edge 

위의 과정을 통해서 구한 2차원상의 경계선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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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을 계산하기 위해 2차원에서 구한 캐비티의 경계선이 축 칭임을 

가정하였다. 자유 낙하하는 경우 연직방향으로의 축 칭을 가정하여 계

산하면 되나,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연직방향으로 축 칭이 아님은 

물론 정수압의 영향에 따른 비 칭 특성으로 원호의 접선 방향 축을 따

라서도 칭이 안된다. 따라서 Figure 20과 같이 미소체적을 구하는 원

호의 한 지점에서 접선의 법선 방향(즉 반경 방향)으로 단면를 만들고 

이 단면의 중심선을 지나는 접선방향으로 칭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

적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Figure 21과 같이 회전 각도가 작을 때는 

유사하나 회전 각도가 커서 비 칭성이 크게 나는 경우 계산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직교축 상의 칭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반경방향으

로의 칭성을 가정하는 경우보다 평균 5%, 최  19% 큰 값을 준다. 

 

Figure 20 Infinitesimal volume for cavity volum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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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avity volume calculation by two differ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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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질량비 및 표면 거칠기에 따른 

입수 현상 관찰 

3.1 입수 현상의 일반적 특징 

입수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고체가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Truscott et al.(2014)에서 잘 요약한 바와 같이 

우선 캐비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상 적으로 느린 속도로 충돌

할 때 수면 위의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air entrainment)와 

상 적으로 빠른 속도로 충돌할 때, 고체 표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내려가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cavit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는 고체의 형상, 표면의 

젖음 특성(정적 접촉각), 밀도 등이 있으며, 충돌 시의 속도, 스핀 속도

도 영향을 준다. 액체의 특성으로는 밀도, 점도, 표면장력 등이 있다. 

입수 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발생 순서 로 설명하면 Figure 22

와 같다. 충분히 높은 입수 속도에서의 입수 직후에는 고체와 액체의 점

성력이 액체의 표면장력을 이기고 반경 방향의 제트가 발생한다. 이후 

물체의 표면을 따라 유체막이 이동하다가 표면의 특성에 따라 분리되는 

과정을 겪고 계속 상승하여 스플래쉬를 형성한다. 스플래쉬의 열린 공간

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

어 스플래쉬는 안쪽으로 모이게 되어 돔을 형성한다. 구가 계속 하강하

면서 캐비티는 늘어지게 되고, 주변의 정수압이 증가함에 따라 가운데가 

잘록해 지는 핀치-오프 현상을 겪게 되며 이후 캐비티는 아래쪽과 위쪽

으로 나뉘어 진다. 고체의 표면 조건에 따라 스플래쉬가 충분히 발달되

지 않는 경우에도 충돌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캐비티가 발생하며 이때 표

면근처에서 캐비티가 닫히는 서피스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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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everal important features of the water entry event (Truscott et al., 2014)   

 

3.2 시험 조건에 따른 입수 거동 

3.2.1 질량비의 영향 

Truscott(2009)은 입수하는 물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Figure 23과 

같이 입수 속도가 같고 표면의 특성(정적 접촉각)이 유사한 경우 입수하

는 물체의 질량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량의 영

향은 입수의 과정에서 자유 수면과 충돌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거

동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충돌 이후 자유 수면의 변화

와 이어서 발생하는 캐비티의 형성 등 전체적인 거동에는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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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Mass ratio effect on the free surface deformation and cavity formation 
from Truscott (2009) 

본 실험과 같이 원호를 따라 입수하는 물체의 경우, 유사한 정적 접

촉각과 동일한 입수속도조건에서 질량비가 다른 아래의 경우에도 유사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 여부 및 거동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24 Mass ratio effect on the free surface deformation and cavity formation 
for similar roughness condition (mass ratio, 1.956 for billiard ball and 2.674 for 

aluminum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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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거칠기의 영향 

동일한 질량비를 갖는 당구공에 해서 샌드페이퍼를 통해 거칠기를 

조절하여 정적 접촉각을 다르게 만들어 실험하는 경우, Figure 25와 같

이 입수 초기에 발생하는 스플래쉬와 돔은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100

도)에 잘 생성되고 규모도 더 크나, 정적 접촉각이 작은 경우(69도)에

는 생성되지 않는다. 즉, 스플래쉬의 생성과 이어서 돔이 만들어 지는 

것은 김나영(2019)의 논문에서 제시한 로 표면이 거칠어 정적 접촉각

이 큰 경우에 구를 따라서 돌아 나가던 유동이 분리(detach)되는 과정

을 겪기 때문이다.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유동이 분리되는 것은 Figure 

7과 같이 거칠기를 일정한 폭과 깊이를 가진 작은 기둥이 연속으로 배

치된 것으로 이상화 할 때, 입수에 의해서 공기 포켓이 기둥 사의 홈에 

존재하게 되고 침투 압력이 구의 측면으로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측면에

서 공기 포켓에 의해 낮은 마찰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100도)에는 낮은 입수 속도(현재 실험조건

에서는 2.5m/s이상)에서도 스플래쉬 및 돔 뿐만 아니라 캐비티 역시 잘 

생성된다. 입수 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100도)는 

물론이고 작은 경우(69도)에도 캐비티는 유사한 형태로 다 생성된다. 

다만 정적 접촉각이 작아 스플래쉬나 돔이 뚜렷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입

수 속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면 하부의 캐비티는 입수 초기에 작

은 스플래쉬에 의해 잠시 열리는 공간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유동(이로 

인한 유량)에 의해서 생성되므로 뚜렷한 스플래쉬와 돔이 생성되는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에 비해 상 적으로 적은 체적의 캐비티가 생성된다. 

이렇게 작은 정적 접촉각을 갖는 구가 비교적 높은 임수 속도를 갖

는 경우(본 실험의 경우 정적 접촉각 69도를 갖는 당구공과 정적 접촉

각 82도를 갖는 알루미늄 공)에는 Figure 29와 같이 자유 수면 근처에

서 캐비티가 오므라 드는 서피스 실(surface seal)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수면 근처에서 캐비티가 오므라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딥 실(deep seal)의 형태와 유사한 경우도 발견되어 완전히 2가지 형태

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34

 

Figure 25 Roughness effect on the free surface deformation and cavity formation 
for same mass ratio condition 

자유 낙하하는 구는 입수하는 즉시 물속에서의 저항으로 인해 종단

속도까지 계속 감속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속의 영향으로 수면 하부

에서의 캐비티 생성은 지속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수심이 깊어 짐에 따라 

압력이 증가하면서 캐비티가 깨어지면서 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통상 자유 낙하하여 입수하는 구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에서는 

핀치-오프 이후 종단속도에 다다르는 과정이나 그 이후를 다룬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왜냐면 보통 고속카메라 촬영시 화각이 제한되므로 

입수 직후와 캐비티 핀치-오프, 그리고 종단속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번에 담을 수 없고 또한 수조의 크기 등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험

을 디자인할 때 전 과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경우에는 회전하면서 원호를 따라 입수와 출수를 하게 되므로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였고, 수조의 크기도 같은 이

유로 결정하였음), 회전하면서 동일한 선속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캐비

티에 미치는 부력과 표면장력 등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캐비티가 

늘어지면서(stretched) 핀치-오프이후에도 캐비티를 부착한 상태를 계

속 유지하게 된다. 캐비티의 끝단에서는 쪼개진 작은 버블이 일부는 캐

비티에서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캐비티의 반류를 따라 같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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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입수속도의 영향 

정적 접촉각이 90도 이하인 친수성(hydrophilic) 특성을 갖는 경우

에는 부분의 속도에서 스플래쉬나 돔은 생성되지 않고, 입수 직후 얇

은 제트와 두꺼운 제트가 관찰되며, 4.0m/s 이상의 높은 속도에서는 작

은 규모의 스플래쉬와 돔이 생성된다. 정적 접촉각이 90도 이상인 소수

성(hydrophobic)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2.0m/s 이상의 모든 속도에서 

완전히 발달하는 스플래쉬와 돔이 생성된다. 즉, 정적 접촉각에 따라 스

플래쉬/돔/캐비티 등이 생성되는 최소한의 속도(임계속도)가 존재하며,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와 비하여 그 임계속도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정적 접촉각이 90도 이하와 90도 이상의 경우에서 스플래쉬 및 돔

이 생성되는 속도 조건과 수면 하부의 캐비티가 생성되는 속도 조건이 

동일하므로(정적 접촉각이 90도 이하인 경우에는 입수속도 4.0m/s이상

에서, 정적 접촉각이 90도 이상인 경우에는 입수속도 2.0m/s 이상에서) 

스플래쉬와 돔의 생성이 캐비티의 생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캐비티의 생성은 자유 수면으로의 공기유입(ventilation)에 의

한 것으로 스플래쉬에 의해 공기가 들어 오면서 캐비티가 발달하는 것이

며, 돔의 생성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공기 유입 없이 계속 체적이 늘어나

므로 내부 압력은 떨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더해 깊이에 따른 정수

압의 증가에 따라 국부적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핀치-오

프(pinch-off)이다. 스플래쉬와 돔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Figure 27과 

같이 구의 적도부근에서부터 유동이 분리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정적 접촉각이 큰 경우에는 구의 적도 아래 부분부터 유동이 분리되어 

캐비티가 생성되기 시작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원호를 따라 입

수하는 구의 문제에서도 자유표면의 변형(스플래쉬와 돔의 생성)과 수면 

하부의 캐비티 형성은 질량 차이보다는 표면 특성(거칠기에 따른 정적 

접촉각)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거칠기 조건에서 

임계 속도 이상으로 입수하는 경우 스플래쉬-돔-캐비티 발생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다. 

본 실험 조건중에서 거친 당구공 조건에서 발생하는 캐비티의 형태

는 Aristoff et al.(2008)이 웨버수와 본드수에 의해 4가지로 분류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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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중에서 ‘deep seal’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실험 조건의 웨버수

(We=2170~7670)와 본드수(Bo=85)를 표시하면 Figure 28과 같다. 

Aristoff et al.(2008)이 설명한 ‘deep seal’과 ‘surface seal’의 경계선

을 본 실험조건으로 외삽하여 확장해 보면 ‘deep seal’의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한편 Speirs et al.(2019)은 Aristoff et al.(2009)의 시험을 

재현하고 웨버수와 본드수 외에 4가지 정적 접촉각에 따른 캐비티의 영

향을 추가하여 각 정적 접촉각 조건에 따른 웨버수-본드수 맵핑을 제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함께 표시하면 Figure 28과 같

다. 유사한 정적 접촉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른 맵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정적 접촉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적 접촉각을 

만든 조건(샌드페이퍼를 이용하거나 코팅액을 사용한 경우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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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Impacting speed effect on cavit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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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Fluid film detachment and formation of splash for different mass ratio 
and roughn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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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egime diagram indicating the dependence of the observed cavity type 
on Bond number and Weber number for Aristoff et al.(2008) and current 

dissertation. The triangle, asterisk, circle and diamond symbols denote the quasi-
static, shallow seal, deep seal and surface seal from Aristoff et.al(2008) for contact 

angle=120o and hollow circle symbol denotes the deep seal from current 
dissertation for contact angle=100o(reproduced from Aristoff et al.(2008)) 

 

Figure 29 Formation of surface seal (upper: d=10mm, contact angle=101o, 
U0=6.26m/s from Speirs et al.(2019), lower: d=50mm, contact angle=82o, 

U0=4.7m/s, aluminum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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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Weber number and Bond number mapping for cavity regime depending 
on static contact angle (left:86o, right:101o, reproduced from Speirs et al.(2019) and 

added for current dissertation(left: 82o, right:100o in dashed box)) 

 

3.3 캐비티 돔의 성장과 붕괴 

김나영(2019)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입수 직후 구를 따라 움직이는 

유동의 분리에 의해 발생한 스플래쉬는 아래쪽 방향으로 원호를 따라 계

속 움직이는 구에 의해서 캐비티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캐비티의 안쪽 

방향으로의 공기 흐름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부적인 압력의 저하에 의

해서 캐비티가 안쪽으로 오므라 들면서 돔이 형성된다. 

일정시간 동안 유지된 캐비티 돔은 캐비티 핀치-오프 이후, 아래 

위로 분리된 캐비티 중 위쪽 캐비티의 아랫면이 수면쪽으로 당겨 올라가

면서 발생하는 두꺼운 제트(Worthington jet)와 캐비티의 체적의 감소

에 의한 압력의 증가로 최종적으로 붕괴되는데, 압력에 의한 붕괴가 먼

저 관찰되고 이후 제트에 의한 붕괴가 최종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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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ormation and breaking of cavity dome (Test #16 rough billiard ball, 
Vtip=3.5m/s) 

 

Figure 32 Cavity dome persisting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이러한 돔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바로 붕괴되어야 

하나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된다. 이는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위한 정적 압력의 영향으로 국부적인 압력의 상승에 의해 붕괴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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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지연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돔이 생성(스플래쉬 크

라운이 닫히면서)된 이후, 추가적인 공기유입이 적어지면서 구의 회전이 

계속되면 캐비티가 늘어지면서(stretched)되면서 내부 압력이 떨어져 

돔의 붕괴가 일어 나야 하는데,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위한 정적 압력

의 영향으로 돔 근처의 압력은 돔을 유지할 정도로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Figure 32 Test #15, rough billiard ball, Vtip=4.7m/s, 1st 참

조) 이는 회전 위치에 따른 캐비티의 체적변화에서 돔이 생성되는 부근

에서부터 체적 증가가 완만해 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3 Change of cavity volume increase rate due to splash closure to dome  

 

3.4 스플래쉬의 높이와 캐비티 핀치-오프 위치 

입수 직후 스플래쉬 크라운이 형성되기 위해서 스플래쉬의 높이가 

계속 커져 최 가 된 이후 공기 유입에 따른 국부적인 압력의 감소로 인

해 안으로 오므라 들고 마침내 끝이 모아져 돔이 형성된다. 따라서 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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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 높이를 오므라 들기 직전까지의 최  높이로 정의하고 모든 속도조

건에서 표시하면 Figure 34와 같다. 입수 속도에 따라 초기에는 빠르게 

높이가 올라 가나, 일정 속도 이상부터는 속도 증가에 따른 스플래쉬 높

이 증가의 기울기가 완만해 진다. 

 

Figure 34 Splash height increase by the impacting speed 
(Test #15, rough billiard ball)  

Figure 35와 같이 정의한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위치는 입수 

속도에 의해 정의되는 웨버수에 따라 Figure 36의 왼쪽과 같이 거의 

선형적으로 커지게 되며, 다양한 실험조건에서도 일정한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위치와 그 때의 구의 위치의 비는 

전체 캐비티의 길이에 해서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위치의 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실험의 경우 략 0.45 정도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보다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등속도로 이동하는 구에 의해서 캐비티 길이가 전체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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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Definition of position of cavity pinch-off and sphere from undisturbed 
free surface  

 

Figure 36 Change of cavity pinch-off positon by the impac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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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핀치-오프 이후에 발생하는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 

입수하는 물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캐비티는 점차 길어지고 깊어지면

서 정수압의 증가에 의해 가운데가 잘록해 지는 핀치-오프를 겪게 된다. 

입수 초기에는 낮은 정수압에 의해 반경이 큰 캐비티를 형성하고 구가 

계속 낙하하면서 만드는 캐비티는 주위의 높은 정수압에 의해 상 적으

로 반경이 작은 캐비티를 형성한다. 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구를 

돌아 나가면서 분리되는 유동에 의해서 구보다 약간 더 큰 반경의 캐비

티가 생성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위쪽이 더 큰 모래시계 모양의 캐비티가 

형성된다. 가운데가 잘록한 부분은 상 적으로 곡률반경이 크므로 표면

장력이 작게 되어 부력을 받는 위쪽의 캐비티와 계속 진행하는 아래쪽 

구에 부착된 캐비티로 분리된다. 

통상 자유 낙하하는 구의 입수에서는 Figure 37 왼쪽과 같이 캐비

티가 발생하고 핀치-오프 현상이 일어나 캐비티가 위 아래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끊어지는 캐비티쪽(즉, 위쪽 캐비티의 아래쪽과 아래쪽 캐비티

의 위쪽)에서 제트가 발생하여 아래쪽과 위쪽 캐비티에 영향을 주게 된

다. 한편, Figure 37 중간과 같이 Truscott(2009)이 제시한 스핀이 있

는 구의 입수에서는 스핀이 없는 구에 비해서 깨끗하게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부분에서 버블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원호를 따라 이동하면서 입수하는 구에서는 동일한 캐비티

가 발생하고 핀치-오프 이후 아래쪽과 위쪽의 캐비티에 제트가 발생하

는 것은 동일하나 캐비티가 한번에 깨끗하게 끊어지지 않고, 특이한 형

태의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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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Phenomena after pinch-off  
(left: Kim, 2019 middle: Truscott, 2009 right: this dissertation)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는 원호를 따라 입수하는 구의 캐비티 핀치-

오프 직후에 발생하여 두개로 갈라 지는 위쪽과 아래쪽의 캐비티를 연결

하며 일정시간동안 계속 성장하다가 붕괴되면서 강한 제트를 만들어 내

고 이러한 제트는 아래쪽 캐비티 표면의 출렁거림(oscillating cavity 

surface)과 위쪽 캐비티의 폭발 및 붕괴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의 생성 원인에 해서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 한다. 

우선, 자유 낙하하는 구는 입수 직후부터 항력을 받게 되므로 점차 

감속하여 최종적으로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 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발달하는 캐비티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정수압의 상승에 의

한 핀치-오프를 겪게 되는 수심이 상 적으로 낮아 전체적인 캐비티의 

크기가 작고 가로-세로비가 1에 가까운 형태로 표면장력이 상 적으로 

크게 된다. 따라서 핀치-오프에 의해 캐비티가 분리될 때, 강한 표면장

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끊어 지게 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와 같이 등

속도로 입수하는 경우에는 입수 이후에도 속도를 계속 유지하며 구의 지

속적인 이동에 의한 캐비티의 늘어짐(stretched)에 의해 분리되는 양쪽

의 캐비티는 상 적으로 작은 표면장력을 가지게 되어 Figure 38과 같

이 분리되는 양쪽의 캐비티를 따라 긴 형태의 캐비티를 갖게 된다(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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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표면의 표면장력 ~ 1/곡률반경). 이러한 긴 형태의 캐비티는 Figure 

38과 같이 상 적으로 아래쪽이 더 긴 캐비티로 구성되는데 자유 낙하 

하는 경우와 본 실험에서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깊이를 기준으

로 아래쪽과 위쪽의 캐비티의 길이비를 살펴본 Figure 4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위쪽으로 분리되는 캐비티는 입수 초기의 스플래쉬의 생성

과정을 통해 상 적으로 짧고 가로-세로비가 1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게 

되어 곡률이 큰 형태를 가지므로 아래쪽 캐비티에 비해서 상 적으로 큰 

표면장력을 가지고 또한 부력의 도움도 함께 받게 되어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붕괴되는 시점에는 아래쪽 캐비티보다 강하게 잡아 당기게 되

며 이후 위쪽 캐비티에 제트의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된다.(위쪽과 아래쪽 

캐비티의 길이에 한 정의는 Figure 40 참조)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는 구가 이동하는 궤적인 원호의 접선 방향을 

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Figure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원형 날개의 끝단이나 프로펠러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팁 보오텍스 캐

비티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팁 보오텍스 캐비티

는 Figure 45에서 설명하는 로 날개의 압력면과 흡입면사이의 압력 

차이가 끝단에서 타고 넘어 오는 유동에 의해 발생하게 되므로 원호를 

따라 입수하는 구에서 발생하는 캐비티 핀치-오프 전후로 구와 캐비티 

주위의 유동을 검토하였다. 

앞서 설명한 자유 낙하하는 구에 비해 상 적으로 늘어진 캐비티를 

따라 나선모양으로 꼬인(twisted) 형태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면 

Figure 46과 같다. 즉, 구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구의 바깥쪽이 안쪽에 

비해 접선 속도가 빠르다. 구를 반경방향으로 바라 보았을 때, 실험조건

을 구현할 때의 칭성이 완전하지 않아(축계의 직교성이나 구의 거칠기 

조절 등) 약간의 속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러한 두 방향으로의 속도

차이가 합쳐져서 3차원적인 와류 유동이 형성되고 이러한 와류 유동의 

방향을 따라 늘어진 캐비티가 꼬인 형태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와류 유동은 Figure 47과 같이 스플래쉬의 끝이 가운데로 

모아져 돔을 형성할 때 그 끝이 말려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측

면방향에서의 유동관찰결과나 유속 측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는 속도가 아주 낮은 2.0m/s 조건을 제외하고

는 모든 속도 조건에 서 관찰되며, 속도가 클수록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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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굵기도 크며 잘 발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8 Formation of line vortex cavity just after pinch-off in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Test #15, rough billiard ball, Vtip=4.7m/s) 

 

Figure 39 Detailed sequences of line vortex cavity (Test #15, rough billiard ball, 
Vtip=4.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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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Definition of up and down cavity length 

 

Figure 41 Ratio of cavity length and diameter of sphere at cavity pinch-off in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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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Up and down cavity length at cavity pinch-off in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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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Ratio of up and down cavity length in various conditions  

 

Figure 44 Left: Tip vortex cavitation from elliptic foil (Arndt et al.,1991, Right: 
Line vortex cavity after pinch-off from this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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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Generation of tip vortex cavitation (left: Arndt et al. 1991, right: 
reproduced from Yakushiji, 2009) 

 

 

Figure 46 Generation of vortical flow around sphere making the line vortex cavity 
after pinch-off due to the difference of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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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Cavity dome closure depicting vortical flow around sphere 

 

3.6 핀치-오프 이후 분리된 아래쪽 캐비티 표면의 진동 

입수하는 당구공의 적도 아래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거칠게 하여 정

적 접촉각이 100도가 된 조건에서 핀치-오프 이후 캐비티가 위쪽과 아

래쪽으로 명확히 쪼개어 지는 과정에서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생성되

고 이후 계속 등속도로 이동하는 구에 부착된 아래쪽 캐비티의 표면에서 

Figure 48과 같이 캐비티가 생성되는 모든 입수 속도 조건에서 구의 직

경 정도의 길이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는 진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진동

은 Figure 49와 같이 핀치-오프 직후에 발생하여 일정 시간 동안 나타

나다가 사라진다. 



 

 54

 

Figure 48 Cavity surface oscillation at every impact speed condition (Test #15 & 
12, rough billiard ball) 

 

Figure 49 Sequence of down cavity surface oscillation after breakup of line vortex 
cavity (Test #12, rough billiard ball, Vtip=4.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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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캐비티 표면의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서 우선 

Mansoor et al.(2014)에서 소개한 측벽 효과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정사각형 단면의 물탱크 단면적을 4가지로 달리

한 시험의 경우, Figure 50과 같이 구와 벽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는 본 시험에서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캐비티 표면의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벽이 있어 제한된 단면적을 갖는 유체 속으로 낙하

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와 무한 원방의 유체 속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종

단 속도의 비를 물체의 크기와 벽의 크기의 비(결국 물체와 벽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정의한 Felice(1996)의 연구를 보면 그 비가 크고 레이

놀즈수가 작을수록 측벽 효과가 크게 되어 종단 속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종단 속도의 감소는 낙하하는 물체가 만드는 아래 방향의 플럭스

에 응되는 위쪽 방향의 플럭스가 벽에 의해 발생하고 이러한 위쪽 방

향의 플럭스가 구에 주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위쪽 방향의 힘은 자유 수면을 통해 입수하는 구에 부착되는 캐비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Mansoor et al.(2014)은 동일한 직경의 구에 해서 다양한 정사각

형 단면을 갖는 입수 실험을 통해 캐비티의 표면에 진동이 나타나기 시

작하는 (구의 직경/물탱크 폭)의 값을 0.075이상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의 반경과 구의 중심에서 벽 사이의 거리의 비가 0.075이상인 

조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사각형 단면이 아닌 직사각형 단면

을 갖는 경우, 그리고 본 시험과 같이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물체의 경

우에는 물체와 벽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측벽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 거리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Figure 5

와 같이 다양한 거리를 정의하였다. 우선 자유 낙하 하는 구의 경우와 

같이 생각하면 입수하는 방향과 수직하는 방향으로의 거리만 생각하면 

되므로 x-y 평면에서의 평균 거리를 생각하면 Mansoor et al.(2014)에

서 제시한 임계비(0.075)보다 작으므로 측벽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그

러나 자유 낙하는 구의 경우에는 종단 속도에 이르는 입수 초기에 주목

하므로 실험장치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는 보통 고려하지 않으나 본 실험

과 같이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경우에는 회전 위치에 따라 바닥까지의 

거리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세방향의 거리를 평균하게 되면 일부 구

간에서는 임계비보다 큰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의 회전반경 방

향으로의 거리를 Figure 51과 같이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일부 구간

에서 임계비보다 큰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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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Cavity surface undulation in various water tank sizes (impact speed: 
8.4m/s, sphere diameter: 20mm, Mansoor et al.(2014)) 

 

Figure 51 Definition of distance from sphere to tank wall in radial direction normal 
to the moving direction 

측벽효과를 검토한 Mansoor et al.(2014)의 실험은 입수 초기에 발

생하는 스프레이를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서피스 실

(surface seal)을 제어하여 충분히 발달하는 캐비티 조건에서 검토한 것

이다. 따라서 본 실험과 같이 표면거칠기에 따라 서피스 실이 발생하기

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캐비티 표면의 진동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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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진동 현상의 원인을 더 검토해 보기로 한

다. 

첫째, 3.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적 접촉각이 90도 이하인 조건에

서 낮은 속도에서는 스플래쉬 및 돔이 생성되지 않고 이어지는 캐비티도 

생성되지 않으나 높은 속도에서는 약하게 발생하는 스플래쉬 및 돔이 생

성되는 짧은 시간 동안 유입되는 공기에 의해서 캐비티가 생성된다. 이 

경우에는 서피스 실이 발생하고 캐비티 핀치-오프가 명확히 발생하지 

않은 채 구에 부착된 캐비티가 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Figure 52와 

같이 거친 당구공의 조건에서 명확히 보이는 캐비티 표면의 진동이 동일

한 회전 위치에서 매끈한 당구공이나 매끈한 알루미늄공의 조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측벽효과가 물체와 벽 사이의 거리에 따른 압력의 영향으로 

힘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거리가 동일한 각 위치상의 칭위치에서 유사

한 진동을 보여야 하나 Figure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동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캐비티 핀치-오프 이후 아래쪽 캐비티의 표면에서 발생

하는 진동은 딥실(deep seal)이 존재하는 거친 당구공의 조건에서만 발

생하며, 이 경우에도 핀치-오프 직후에서만 강하게 나타나며 점차로 잦

아 들게 된다. 거친 당구공에 캐비티가 발생하는 모든 속도 조건에서 캐

비티 표면의 진동이 나타나는 각 위치를 표시하면 Figure 54와 같이 

180도를 기준으로 칭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캐비티 핀치-오프 직후에

만 나타나며 입수 속도가 클수록 진동이 나타나는 구간도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Figure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벽 효과에 의한 캐비티 표면

의 진동은 핀치-오프가 일어 나는 지점의 아래쪽과 위쪽 모두 나타나지

만, Figure 49의 캐비티 핀치-오프가 일어나기 이전의 위치는 앞에서 

설명한 진동이 나타나는 벽효과의 임계 거리 이내에 들어 오나 진동은 

발생하지 않고 캐비티 핀치-오프 이후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의 관찰결과를 종합하면, 캐비티의 표면에 발생하는 진

동은 앞서 설명한 측벽효과가 아니라 표면 조건에 따라 핀치-오프 현상

이 명확히 나타나고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핀치-

오프에 의해 캐비티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되면서 분리되기 직전의 

표면장력이 복원력형태의 기진력으로 작용하고 라인 캐비티 보오텍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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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에 의한 제트의 발생이 아래쪽 캐비티의 표면에 진동을 일으키는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후 구의 이동에 따라 부착된 캐비티가 따라 

가면서 그러한 진동이 감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Mansoor et al.(2014)에서 측벽효과가 나타나는 구의 직경과 물탱

크의 폭의 비의 임계값(0.075)은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

며, 정사각형 단면이 아니거나 본 실험과 같이 입수하면서 벽과의 거리

가 변하는 경우에는 두방향 혹은 세방향으로의 거리가 모두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압력의 효과

가 어느 한 방향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 다른 방향으로 그 영향이 전파되

어 전체적으로는 그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Figure 52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avity surface oscillation at same angular 
position depending on roughness condition of sphere 



 

 59

 

Figure 53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avity surface oscillation at the opposite side 
(Test #15 & #12, rough billiard ball) 

 

Figure 54 Angular position of sphere at pinch-off and cavity surface oscillation 
(Test #15 & #12, rough billiard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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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에 나타나는 비 칭성 

Figure 55와 같이 입수 초기에 스플래쉬는 거의 칭적으로 생성되

나, 이후 돔으로 발달하면서 강한 비 칭성이 나타난다. 비 칭의 원인

으로 우선은 구 바깥쪽의 접선 속도가 커 유체막의 상승 속도가 커 수직

상방으로의 상승의 지속시간 역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플래

쉬의 경우에는 이러한 속도차이가 비 칭을 만들 만큼 충분한 시간이 아

니므로 거의 칭성을 띄나 돔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누적된 속

도차이가 눈에 띄는 비 칭성을 보이게 된다. 회전암과 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의해 교란되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해서는 입수 직

후에도 그런 비 칭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기각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Figure 55 Development of symmetric splash and asymmetric dome (below: 
Truscott, 2009) 

비 칭의 원인으로 지적한 선속도의 차이는 Truscott(2009)의 논

문에서 스핀을 준 구의 자유 낙하 입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핀을 준 구의 경우에 스핀의 방향과 입수 방향이 일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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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적인 입수 속도가 증가하므로 구의 좌우에 따라 입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속도 차이에 의해 돔의 비 칭성이 나타나고, 스

핀의 양이 늘어 날수록 그 비 칭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비 칭성에 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우선 원호를 따라 이동하

는 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칭성의 기준으로 원호의 접선

방향으로 잡아야 하므로 구의 회전 중심에 해서 구의 중심을 지나는 

원호를 그린다. 

 

Figure 56 Development of asymmetry from splash to dome 

입수 직후에 발생하는 스플래쉬의 경우 거의 칭이나 수면 아래의 

캐비티가 성장하면서 수면 근처에서 비 칭이 커지게 되는데 Figure 56

과 같이 수면 직하부의 반경 차이를 원호의 접선방향에서 보았을 때 약

10% 정도 바깥쪽으로 더 큰 비 칭성을 가진다. 수면 근처에서의 구 표

면의 접선 속도 차이에 의한 비 칭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상 적으로 

정수압이 낮기 때문이며 구가 계속 회전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 가면서 

형성되는 캐비티의 경우, Figure 57과 같이 돔의 생성 이후 공기 유입이 

최소화되면서 기존의 캐비티가 늘어 나면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

로 전체 캐비티의 형태에 있어 수면 근처에서는 원호 기준으로 바깥쪽으

로 큰 비 칭성을 그 로 유지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력(정적 압

력)의 영향이 커지면서 바깥쪽이 눌려져 원호 기준으로 안쪽으로 큰 비

칭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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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속도에 따른 비 칭성의 특성은 Figure 58과 같다. 입수 초기 

구의 바깥쪽의 선속도가 빠름에 따른 비 칭성은 Vtip=2.0m/s에서 명

확히 알 수 있다. 수면 직하부에서의 비 칭성은 모든 속도조건에서 동

일하고 수면 아래로 더 내려 가면서 정수압에 의해 발생하는 반  방향

으로의 비 칭성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Figure 57 Development of asymmetry in opposite direction (outward near at free 
surface and inward at deeper position) (Test #12, rough billiard ball, Vtip=4.7m/s) 

 

Figure 58 Development of asymmetry by the impac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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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수면 하부 캐비티의 비 칭성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Figure 59와 같이 캐비티 비 칭지수를 정의하였다. 즉 특정한 구

의 위치에서 아래 식과 같이 캐비티의 반경방향으로의 중심과 원호 사이

의 거리를 평균하고 구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한 값으로 0이면 완전 칭

이며 값이 클수록 비 칭성이 크게 된다. 

Cavity Asymmetry Index α = |𝑐𝑖𝑟𝑐𝑢𝑙𝑎𝑟 𝑝𝑎𝑡ℎ − 𝑐𝑎𝑣𝑖𝑡𝑦 𝑐𝑒𝑛𝑡𝑒𝑟|𝑑𝛼𝛼 − 𝛼 𝐷  

여러 속도에서 캐비티 비 칭지수를 계산해 보면 Figure 60과 같이 

입수 초기에 약 5%(of sphere diameter)수준으로 급격히 큰 값으로 시

작하여 이후 캐비티가 성장하면서 약간 작아졌다가 정수압의 영향으로 

약 12% 정도로 커지면서 핀치-오프를 겪게 된다. 모든 속도에서 전체

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속도가 낮을 때는 작은 규모의 캐비티가, 

속도가 높은 때는 큰 규모의 캐비티가 발생하나 정수압에 의한 상 적인 

비 칭성은 유사한 정도로 발생한다. 

 

 

Figure 59 Definition of cavity asymmetr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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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 Cavity asymmetry index of rough billiard ball at various impact speeds 

 

3.8 입수 속도에 따른 캐비티 체적의 변화 

3.6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면 하부에 생성되는 캐비티는 핀치-

오프를 겪기 전까지 구의 회전이 계속되면서 늘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데, 입수 초기에 생성된 돔에 의해서 추가적인 공기 유입은 제한된 상태

이고 구의 위치가 깊어짐에 따라 구에 부착된 캐비티 주위의 정적 압력

이 높아지게 되어 비 칭적인 형태를 띠며 잘록해 지는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거친 당

구공의 시험에서 얻은 영상으로부터 입수 직후부터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수면 하부의 캐비티 체적을 분석하였다. 회전 위치에 

따른 캐비티 체적의 변화는 Figure 61과 같이 핀치-오프 현상이 뚜렷하

지 않은 경우(Vtip=2.0m/s)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각도에서 최고치를 

가지고 그 이후의 각도에서는 체적이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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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Cavity volume under the free surface along with angular position for 
various impact speeds 

 

즉, 원호를 따라 입수하고 계속 회전하면서 초기에는 완전히 열린 

스플래쉬 크라운를 통해, 돔이 형성된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공기가 유입

되는 상태에서, 이미 생성된 캐비티가 늘어지면서(stretched) 지속적으

로 체적이 늘어 난다. 반면에 회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캐비티 외부의 정적 압력이 증가하므로 압력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국부적으로 캐비티의 체적이 점차 줄어 든다. 여전히 구는 회전을 계속

하므로 단위 회전에 의해서 늘어나는 체적 비 정적 압력의 증가에 따

라 감소하는 체적이 더 큼에 따라 전체 체적은 줄어 들기 시작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Figure 62의 (1)단계에서는 구의 단위 회전당 

늘어나는 체적이 단위 회전에 의해 늘어 나는 압력 증가에 의해 줄어드

는 체적보다 큰 경우이며 (2)단계는 그 반 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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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hange of cavity volume in two stages 

구의 회전이 진전되면서 늘어나는(stretch) 체적 보다 핀치-오프로 

가기 위해 오므라 듦에 의해 줄어 드는 체적이 크므로 Figure 63과 같

이 캐비티 체적이 최 가 되는 각도는 실제 핀치-오프가 일어 나는 각

도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 온다. 즉 회전이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체적과 

정적 압력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체적의 합이 최종적으로 줄어 드는데, 

실제 핀치-오프에 의해서 캐비티가 둘로 쪼개지기 전에 최고치를 갖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돔의 생성과 붕괴에서 설명한 바 로, 스플래쉬가 

발생되고 돔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공기가 유입되므

로 구의 회전이 진행되면서 수면 하부 캐비티의 체적 증가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돔이 완성된 후 공기의 유입이 제한되면서 체적 증가의 기울

기가 완만해 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스플래쉬의 생성과 이어지는 돔의 생성과 유지, 

체적 변화를 통해 살펴 본 캐비티의 생성과 성장은 스플래쉬/돔/캐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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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경계면(물과 공기의)에서의 압력 평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므로 

차후 CFD해석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전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63 Angular position of sphere when the cavity volume has the maximum 
value and experiences cavity pinch-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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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의 항력과 유동 현상의 관계 

4.1 항력 계측의 신뢰도 검토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 위치(각도)를 정의하였으므로 실제 구의 

아래쪽 끝단이 물에 닿기 시작하는 각도는 구의 직경(50mm)과 회전암

의 길이(400.8mm)를 고려했을 때 약 86도 정도이며, 구가 출수를 시

작하는 각도는 약 266도이다. 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수를 시작한 

86도 이후에는 가속의 영향과 자중/부력의 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구의 

항력이다. 토크미터에서 계측되는 값은 시험장치를 앞에서 보았을 때 시

계방향의 토크를 (+)으로 정의되므로 시계방향 원운동의 접선방향으로

의 힘을 (+)로 정의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입수 직후의 캐비티의 생성 및 변동 과정과 항력 사이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계측 결과의 신뢰도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

다. 

우선 Figure 64와 같이 질량비는 동일하고 거칠기 조건이 다른 구

의 입수실험에서 발생하는 캐비티의 형태와 계측된 항력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즉 표면이 매끄러운 당구공과 거친 당구공의 입수 속도 

2.8m/s인 경우를 비교할 때 캐비티가 생성되는 거친 당구공의 입수시에 

평균적인 항력이 작고,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의 변동 역시 적은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표면 거칠기에 무관하게 일정한 임계 속도 이상에

서는 모든 거칠기 조건에서 캐비티가 생성되는데, 거칠기가 다른 두 조

건의 입수시험에서 입수 속도가 4.7m/s인 경우에는 모두 유사한 형태의 

캐비티가 형성되며 이 경우 거의 동일한 항력 특성을 보인다. 또한 값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회전 위치에 따른 항력의 패턴은 입수 속도 

2.8m/s에서 캐비티가 생성된 조건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거칠기 조건과 속도 조건이 다른 모두 4가지 조건에서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항력계수가 약 0.6정도이며 회전위치

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이며 캐비티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항

력계수는 약 0.4정도이며 상 적으로 안정된 값을 보인다. 그러나 4가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입수 직후에 1~2차례 정도의 피크를 가지며 

이후 감쇄되는 패턴을 보이는 데 이러한 패턴이 실제 구가 받는 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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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계측한 것인지 아니면 입수시 유체와의 충격력이 구와 회전암 및 

토크미터 등으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에 기진력을 주어 진동성분으로 나타

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ure 64 Relationship with measured drag of sphere and formation of the cavity 
with different roughn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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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유사한 거칠기를 가지나 질량비가 다른 경우(매끈한 당

구공 vs. 알루미늄공)의 항력 계측 결과를 Figure 65와 같이 검토하였

다.  

우선 앞서 거칠기가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우

(입수 속도 4.7m/s)와 발생하지 않는 조건(입수 속도 2.8m/s)에서의 

항력의 평균값과 변동의 정도를 비교하면 유사하였다. 즉 캐비티가 발생

하는 조건에서는 평균적인 항력계수는 약 0.4정도이고 캐비티가 발생하

지 않는 조건에서는 약 0.6정도로 이전의 경우와 같고, 항력계수의 회전 

위치별 변동의 크기도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더 컸다. 

아직 유체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입수 초기를 보면, 질량비가 

다른 경우에도 캐비티 발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유사한 

패턴의 항력이 계측되었다. 만약 입수 초기 항력 계측의 과도한 변동과 

이어지는 감쇄 현상이 현재의 회전암과 구, 그리고 토크미터로 구성된 

계측시스템의 문제라면 동일한 구의 유체역학적 항력에 해서 구의 질

량에 따라 계측값이 다른 패턴을 가져야 하는데, 계측 결과가 동일하므

로 계측시스템의 특성일 수 있다는 의심은 기각되고 실제 유체역학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기중 0도 위치에서 회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기 가속 상황이므로 질량의 차이에 의한 관성력의 차이가 분명하

게 기록되었고 이는 초기에 모터가 가속하는 힘으로 기진을 하였기 때문

이다. 초기 가속상태에서 매우 큰 기진력이 작용하였을 때에야 그러한 

기진력에 의해서 진동성분이 계측된 것이고 입수시의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입수 이후에 계측된 항력의 

특성은 계측시스템의 진동 특성이 아니고 유체역학적인 현상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로 출수 이후에 갑자기 사라진 항력에 해

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입수초기에 보이는 이러한 유

체력의 변동이 기진력에 의한 진동영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igure 65의 상단에 보이는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는 조건에

서 두 번의 피크를 포함한 항력계수의 변동은 실제 유체역학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항력계측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한 이후에 캐비티의 생성과 

변동 및 그에 따른 항력의 변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서 고속카메라의 영상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질량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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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유 표면의 변동과 캐비티의 생성의 영향이 거의 없음은 항력 계측

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Figure 65 Measured drag of sphere and formation of cavity with different mass 
ratio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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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유 수면 및 캐비티의 변화와 항력의 관계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특이한 캐비티

의 패턴이 없을 뿐 아니라 유동의 박리 등에 의한 항력의 변동성도 강하

여 분석의 상이 되지 못하나, 캐비티가 생성되는 조건에서는 입수하면

서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성장과 핀치-오프 등의 변동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변동과 항력과의 상관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적인 경우로 거친 당구공이 4.7m/s로 입수하는 경우에 회전 위

치별로 계측된 항력과 그 위치에서의 자유 수면의 변형 및 캐비티의 생

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Figure 66과 같다. 

 

Figure 66 5 stages for free surface deformation/change of cavity and the measured 
drag corresponding to each stage 

위 Figure 66에서 표시한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입수 직후 스플래쉬가 최 로 성장하는 시기 

② 돔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완성되는 시기 

③ 캐비티는 계속 길어지며 최종적으로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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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④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생성되며 아래쪽 캐비티의 표면에 

진동이 발생하는 시기 

⑤ 표면의 진동이 잦아 들어 안정되며 출수까지 지속되는 시기 

따라서 위와 같은 단계를 생각하면 항력계측결과는 스플래쉬의 높이가 

체로 최 가 되는 위치 및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위치의 두 

곳에서 피크를 가지며 그 사이에 돔이 완성되는 위치에서 반 의 피크가 

한번 나타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가 발

생한 후 아래쪽 캐비티의 표면에 나타나는 진동은 그 로 항력계측에서

도 변동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거친 당구공을 이용한 입수시험에서 캐비티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해서 두 곳의 피크와 한 곳의 반 방향 피크가 일어난 곳에서의 고속카

메라 영상을 분석하면 Figure 67~69와 같으며, 입수 속도 4.7m/s에서 

설명한 스플래쉬의 높이가 최 가 되는 위치,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

하는 위치 및 돔이 완성되는 위치 등이 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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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1’st peak of measured drag and cavity shape at the same angula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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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Cavity shape and measure drag between 1’st and 2nd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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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2’nd peak of measured drag and cavity shape at the same angular 
position  

자유 수면의 변형과 캐비티의 생성 및 변화에 따라 이에 응되는 

항력의 변화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캐비티가 부착되는 구에 작용하

는 힘의 구성을 먼저 검토하였다. Figure 70과 같이 캐비티가 부착된 구

는 (a)물에 접하는 영역, (b)캐비티 내부에서 공기에 접하는 영역 (c)물

에 접하는 영역과 캐비티를 연결하는 영역과 같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a)물에 접하는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구에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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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력과 같이 접선방향으로 마찰에 기인한 항력과 법선방향으로 압력

에 기인한 항력이 작용한다. (b)영역에서는 캐비티 내부의 압력 분포에 

따른 공기 흐름에 따라 물과 같이 마찰에 기인한 항력과 법선방향으로 

압력에 기인한 항력이 작용한다. (c)영역은 (a)영역을 둘러 싸는 물이 

(b)영역의 캐비티와 만나 형성하는 경계면이며 캐비티의 경계면을 따라 

표면장력이 작용한다. 

구가 입수하여 물 속에서 반 바퀴를 도는 동안 (a)영역의 면적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 이 영역

에서 유체의 흐름 역시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항력 중 

이 영역에 기인한 항력은 일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영역의 경

우는 (a)영역에서 물이 분리되어 캐비티면을 형성하고 입수하여 캐비티

가 생성된 이후에는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이 영역에서의 표면장

력 역시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캐비티가 부착된 

구의 항력의 변동은 모두 (b)영역에서의 변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

하며, 공기의 점성계수가 매우 작음을 생각하면 캐비티 내부의 압력 변

화가 구에 주는 항력의 변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66에서 

설명한 5단계에서 돔이 형성되기 이전인 ①~②단계에서는 스플래쉬의 

열린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되므로 공기의 흐름을 감안한 압력과 그 압력

의 분포를 생각해야 하고, 돔이 형성된 이후인 ③~⑤단계에서는 공기의 

유입이 일정 정도 차단이 되므로 닫힌 계를 형성한 캐비티 내부와 외부

의 압력 평형을 고려하여 압력과 그 압력의 분포를 생각해야 한다. 

먼저 ③~⑤단계에서 구에 걸리는 항력의 변화는 (b)영역에서의 압

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항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낮아

지는 경우이고, 항력이 감소하는 경우는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③

단계에서는 돔이 완성된 후 구가 계속 전진하면서 캐비티는 점차 길어지

므로 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이상 기체의 법칙을 따라 내부 압력

은 떨어지게 되어 항력은 커지게 된다. ④단계에서는 핀치-오프가 발생

하면서 아래쪽 캐비티로 분리되며 부피가 감소하게 되므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부피의 감소 과정이 급격히 

일어나므로 아래쪽 캐비티는 진동을 하게 되는데 진동의 결과 압력 변화

가 수반되므로 항력도 짧은 주기도 변동을 하게 된다. 

이제 ①~②단계에서의 항력 변화를 검토해 보자. ①단계에서는 스플

래쉬를 통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므로 공기의 흐름에 의해 내부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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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부적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항력은 커지게 된다. ②단계에서는 스플

래쉬가 안으로 모여 돔을 형성하며 한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데 이

는 캐비티 내부의 압력이 정수압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

로 내부 압력은 상 적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구가 회전을 계속해서(90도에서 180도를 향해서) 캐비티가 늘

어지게 되면, 이상기체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나

고, 동시에 캐비티가 놓이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정수압이 증가하므로 

이 두 영향의 상 적 크기에 따라 (b)영역의 압력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로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ure 70 Different regions of force components acting on a sphere with attached 
cavity 

 위에서 구의 항력을 캐비티 내의 압력의 변화로 설명한 것은 본 실

험에서 내부의 압력의 크기 및 분포를 직접 계측한 것은 아니므로 가설

로서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실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CFD를 활

용한 후속 연구나 구의 표면에 압력계를 직접 설치하고 계측하는 후속 

연구 등을 통해서 추가로 더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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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캐비티 생성 여부와 항력의 상관 관계 

Figure 71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바와 같이 입수 속도 2.8m/s에

서는 거친 당구공에서 캐비티가 발생하고 매끈한 당구공과 알루미늄공에

서는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았다. 캐비티가 생성되는 경우에도 입수 초기

에 충분히 캐비티가 발달하지 않은 위치에서는 입수 초기뿐 아니라 이후

에도 계속해서 생성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한 항력이 계측되었다. 이후 

캐비티가 충분히 발달한 이후에 이에 응되는 항력 계측의 결과는 캐비

티 생성되는 경우에 평균적인 항력이 작으며(거친 당구공의 경우, 입수

~출수까지 평균 항력 0.39) 변동량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항력이 크고(매끈한 당구공

의 경우, 입수~출수까지 평균 항력 0.57, 알루미늄공의 경우 입수~출수

까지 평균 항력 0.55) 변동량도 상 적으로 크다. 구의 뒷면에 부착되는 

캐비티를 따라 유동박리가 없는 유동이 발생하여 압력 회복이 일어나고 

캐비티의 표면에서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구이 후단에 작용하므로 구에 

작용하는 힘의 변동이 상 적으로 적다. 한편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구의 유동과 같이 반류가 유기하는 불안전성

(wake induced instability)에 의해서 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71 Comparison of the measured drag in 3 cases at same impact speed 
Vtip=2.8m/s 



 

 80

거칠기 조건과 관계 없이 임계 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에는 Figure 

72와 같이 모두 캐비티가 생성되며, 항력의 평균값이 유사하고 변동의 

크기도 작아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ure 72 Comparison of the measured drag in 3 cases at same impacting speed 
Vtip=4.7m/s 

본 실험에서의 항력계수의 수준은 현재 시험에서의 레이놀드스 

Rn=2.5x104~1.1x105에서 략 0.4~0.6로 보이며 알려진 다른 시험결

과(Figure 73)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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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Typical drag coefficient of sphere (Fundamentals of Momentum, Heat 
and Mass Transfer, 5th edition) 

캐비티의 생성 여부에 따른 항력의 변동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Figure 74와 같이 자유 낙하하는 구의 영상 분석을 통한 항력 계산의 

사례(Kim 2019, Truscott 2019)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물체가 받는 힘에 의해서 결국은 종단 속

도에 이르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와 같이 강제회전하는 물체와는 다른 패

턴일 것이라고 판단되나 종단속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이는 변동 성분

은 캐비티의 생성과 같은 유동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Figure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단속도에 이르기까지 1회의 최고

치를 가지게 되며, 최고치의 크기와 변동 성분은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은 캐비티를 갖는 경우에 

“wake-induced instability by vortex shedding”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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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Drag coefficient of free falling sphere from image analysis (left & 
middle: Kim, 2019 ○: smooth surface ●: rough surface, right: Truscott, 2009) 

위에서 설명한 6가지 경우에 한 무차원화된 시간(t*)에 해서 항

력계수를 그리면 Figure 75와 같다. Figure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비

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첫번째 피크의 값을 가질 때까지의 시간은 임수 

속도가 작은 경우에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5 Drag coefficient in dimensionless time scale in three cases at 
Vtip=2.8m/s and Vtip=4.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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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항력의 변화 

본 논문에서 계획한 실험조건에서 캐비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조

건은 알루미늄구의 경우 입수 속도 3.0m/s이하, 매끈한 당구공의 경우 

입수 속도 2.8m/s이하, 거친 당구공의 경우 입수 속도 1.0m/s이하이다. 

이 중에서 항력의 변동이 일정한 주기성을 띄는 조건에서 항력의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Figure 76과 같이 항력의 변동성

에 있어 몇가지 특징을 보였다. 

1) 입수 초기에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해서 항력의 최고치가 

더 여러 번 발생함 

2) 두번째 최고치가 첫번째 최고치보다 큰 경우가 많음 

3) 입수 이후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항력을 나타냄 

4) 동일한 속도 조건에서는 첫번째 주기까지는 거의 완벽히 

일치하며 이후 차이를 보이기 시작함 

 

캐비티를 동반하지 않는 구의 항력에서의 변동은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로 후류에서 와류 구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 중에서 Howe et al.(2001)은 비압축성 정상유동에서 높

은 레이놀드수의 구 주위의 유동에서는 스트라우할수(Strouhal 

Number=f x D/U)~0.20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보오텍스가 떨어져 나가

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항력 또한 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가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Figure 76에서 45도 이후에는 정속도로 이동하고 있

으므로 입수시(회전위치 86도)를 시간 0으로 하여 시간축으로 항력의 

변동을 나타내면 Figure 77과 같고 첫번째 주기를 통해 주파수를 계산

하면 입수 속도 2.0m/s~3.0m/s에서 14~17Hz를 가지게 된다. 이 주파

수는 스트라우할수 0.2인 경우의 주파수 8~12Hz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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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Fluctuation of the measured drag in rotating angle when no cavity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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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Fluctuation of the measured drag in time when no cavity is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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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험조건별 속도에 따른 항력의 특징 

거친 당구공의 조건에서 고속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Vtip=2.0m/s 이상에서 캐비티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Figure 78과 같이 

캐비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2회의 최고치와 2번째의 

최고치이후에 약간의 출렁거림 이후 안정되는 동일한 양상을 띤다. 

Figure 78에서 특징적인 것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최고치의 위치

가 뒤로 옮겨 가는 것인데, 이는 4.2에서 설명한 로 항력의 각 최고치

가 스플래쉬의 높이가 최 가 되고,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위치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속도가 빠를수록 규모의 스플래쉬와 캐비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속도

가 빨라질수록 첫번째 최고치에서의 항력이 크고, 평균적인 항력도 큼을 

알 수 있다. 

 

Figure 78 Pattern of the measured drag of rough billiard ball case in every 
impacting speed 

Figure 79와 같이 표면 거칠기와 이로 인한 정적 접촉각이 유사한 

두가지 시험조건에서는 캐비티의 생성 여부에 따른 항력의 크기와 변동

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 준다. 즉, 매끈한 당구공의 경우, 입수 속도 

2.8m/s까지는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고, 3.5m/s부터는 캐비티가 생성되

므로 항력에서도 2가지 경우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이 두 속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3.0m/s에서는 입수 초기에 작은 규모의 캐비티가 생성

된 후 계속 이동하면서 버블로 잘게 쪼개지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 경우 

항력의 특성도 전형적인 패턴의 중간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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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알루미늄공의 경우에는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는 3.5m/s이하의 

입수 속도 조건과 캐비티가 생성되는 4.0m/s 이상의 입수 속도 조건으

로 명확히 구분되며 항력의 전형적인 패턴도 고속카메라에서 얻은 영사

의 특성과 일치하였다. 

 

Figure 79 Pattern of the measured drag of smooth billiard ball/aluminum ball cases 
in every impac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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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부분 침수조건에서 작동하는 선박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공기혼

입현상에 한 물리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원호를 따라 등속도로 이

동하며 입수하는 구에 의한 자유 수면의 변동과 이어서 발생하는 수면 

아래쪽에서의 캐비티의 생성과 변화를 검토하였다. 

사각형 물탱크의 한쪽 면에 모터와 회전축을 만들고 회전암의 끝단

에 구를 설치하고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수 시의 거동을 자세히 관찰

하였다. 추가로 회전축에 토크미터를 설치하여 영상 분석이 아닌 직접 

계측을 통해서 입수하여 출수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구에 걸리는 항력을 

계측하고, 영상과 항력계측결과를 동기화하여 유동 현상과 항력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자유 수면의 변동과 캐비티의 생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구의 질량비와 거칠기가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계획하였고, 각각의 조건에서 입수 속도를 달리하여 그 영향도 조사하였

다. 본 논문에서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표면이 거칠어 정적 접촉각이 클수록, 그리고 입수 속도가 높을

수록 스플래쉬나 돔의 생성과 같은 자유 수면의 큰 변동과 입수 

초기에 이러한 자유 수면의 열린 공간을 통한 공기 유입 및 구

의 이동에 따른 보다 큰 규모의 캐비티의 생성이 뚜렷이 관찰되

었다. 정적 접촉각이 클수록 유동의 분리에 의한 스플래쉬 및 돔

의 생성 그리고 연이어 캐비티가 생성되는 임계 입수 속도는 작

아 진다. 그러나 구의 질량비에 따른 영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이러한 특성은 이전 선행연구에서 많이 수행된 자유 낙하하

는 구의 입수 현상의 특징과 같았다. 

2) 스플래쉬 위쪽의 열린 공간으로 공기 흐름이 발생하고 이에 의한 

국부적인 압력의 감소과 자중에 의해 스플래쉬가 안쪽으로 모이

면서 형성된 돔은 바로 붕괴되지 않고 이후 생성되는 캐비티의 

성장과 핀치-오프에 의한 압력의 국부적인 상승에 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돔은 핀치-오프 이후 늘어졌던 아

래쪽 캐비티가 오무라들면서 압력의 상승에 의해 먼저 붕괴가 

시작되고 오무라드는 캐비티의 아래쪽 끝단에서 생성되는 두꺼

운 제트에 의해 최종적으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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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플래쉬의 높이는 초기에 급격이 증

가하며 이후 증가속도가 완만해 진다. 한편, 캐비티 핀치-오프

가 발생하는 깊이는 입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웨버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깊이와 전체 캐비

티의 수직 길이에 한 비율은 웨버수에 해서 변하지 않고 

0.45 부근의 값을 가지는 데, 이 값은 자유 낙하하는 구의 입수

에 비해 전체 캐비티의 수직 길이가 더 깊어 작은 값을 가진다. 

4) 자유 낙하하는 구의 경우와 같이 돔의 생성에 의해 자유 수면으

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제한되고 구의 지속적인 수직하방으로의 

이동에 의한 캐비티 주변의 정수압 상승에 의해 캐비티의 중간

이 잘록해 지는 핀치-오프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 낙하의 경우와 달리 핀치-오프 이후에 캐비티가 아래쪽 방

향과 위쪽 방향을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매우 강력한 라인 보

오텍스 캐비티가 생성됨을 관찰하였다. 등속도로 운동하는 구는 

자유 낙하하는 구에 비해 상 적으로 늘어진 캐비티를 형성하여 

핀치-오프 이후 아래쪽의 캐비티는 상 적으로 낮은 표면장력을 

가지게 되어 자유 낙하하는 구처럼 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이후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구의 안쪽과 바깥쪽의 접

선 속도가 다름에 따라 캐비티가 부착된 구 주위에 와류 유동이 

형성되며 앞에서 설명한 늘어진 캐비티를 나선모양으로 만들어 

주게 되어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를 형성한다. 이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는 일정 시간이 지나 붕괴하면서 아래쪽 캐비티에는 표면

의 진동을 유발하는 기진력으로 작동하고 위쪽 캐비티에는 두꺼

운 제트를 형성하여 캐비티 생성 이후 지속되어 유지되었던 돔

의 붕괴를 일으킨다. 

5) 표면이 거친 당구공의 입수 시험에서 캐비티 핀치-오프 이후 분

리된 아래쪽의 캐비티는 등속도로 계속 이동하는 구에 부착되어 

이동한다. 핀치-오프 직후 발생하는 하는 라인 보오텍스 캐비티

가 붕괴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캐비티의 표면에 구의 직경 정도

에 해당하는 파장의 진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표면의 진동은 모

든 입수 속도에서 핀치-오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고 핀치-오

프 이전의 캐비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80도를 기준으로 

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감쇄된다. 따라

서 표면의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벽과의 거리가 가까워 짐에 

따른 벽효과가 아니라 등속도로 이동하는 구에 의해 캐비티가 



 

 90

늘어졌다가 핀치-오프 이후 줄어 들면서 표면장력이 복원력의 

형태로 기진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 원호를 따라 이동하면서 입수하는 구의 반경 방향의 안쪽에는 속

도가 느리고 바깥쪽은 속도가 빠르므로 자유 수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제트의 속도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제트 속도의 차이

는 이후 계속 누적되므로 입수 초기에 발생하는 스플래쉬는 거

의 칭성을 띠나 스플래쉬 크라운이 안쪽으로 모여서 생성되는 

돔의 경우 바깥쪽의 높이가 높은 뚜렷한 비 칭성을 띤다. 수면 

하부에 발생하는 캐비티는 수면의 근방에서는 접선 속도의 차이

와 낮은 정수압에 따라 바깥쪽이 긴 형태의 비 칭적인 형태를 

띠나 구의 회전이 진전되면서 수면의 아래쪽으로 생성되는 캐비

티는 정수압의 영향으로 바깥쪽이 수축되면서 상 적으로 안쪽

이 긴, 수면 근처와는 반  방향의 비 칭적인 형태를 가진다. 

반경방향으로 구한 캐비티의 중심과 원호 사이의 거리의 절 값

을 구의 특정위치까지 평균한 후 구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한 캐

비티 비 칭지수를 정의하였다. 모든 입수 속도의 시험에서 입수

초기에는 5%정도의 값을 가지며 시작하고 이후 캐비티가 성장

하면서 작아졌다가 핀치-오프를 향해 가면서 12%로 급격히 증

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7) 고속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캐비티가 발생하는 조건에서 수면 

하부의 캐비티의 체적을 핀치-오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구의 

회전 위치별(각도)로 계산한 결과, 모든 입수 속도에 해서 캐

비티 핀치-오프가 되기 전에 최 값을 가지며 이후 핀치-오프

가 되면서 감소한다. 캐비티가 초기에 생성되면서 체적의 증가속

도가 점점 커지다가 이후 증가속도가 꺽이게 되는데, 이 시점은 

돔이 형성되는 부근이다. 따라서 돔의 생성은 캐비티로의 공기유

입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8) 관성모멘트 및 유지 토크가 매우 큰 사양의 구동 모터 선정과 파

라미터 튜닝을 통해 비 칭 회전체의 끝단에 위치한 구가 등속

도로 입수할 때, 초기 가속의 영향과 이로 인한 진동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 실험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9) 뚜렷한 스플래쉬와 돔 그리고 이어서 캐비티가 발생하는 조건인

거친 당구공의 입수 실험에서 계측된 항력과 고속카메라를 이용

하여 얻은 캐비티의 영상을 동기화하여 항력의 변화 원인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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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 내부의 압력의 변화로 설명하였다. 캐비티가 부착된 구의 

항력은 캐비티가 없는 구의 앞쪽과 캐비티가 부착된 뒤쪽, 그리

고 이 두 영역을 연결하는 위치에서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

가 원호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항력의 변동은 구의 

뒤쪽에 부착된 캐비티 내부의 압력과 분포의 변화로 인해 발생

한다. 스플래쉬의 높이가 최 로 발달하는 시기와 돔의 완성 이

후 캐비티 핀치-오프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기에는 캐비티의 내부

의 압력이 감소하고, 돔이 완성되는 시기와 핀치-오프이후 캐비

티가 둘로 나뉘어 지는 시기에는 캐비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

다. 이에 따라 스플래쉬의 높이가 최 가 되는 지점과 캐비티 핀

치-오프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항력이 최고치를 가지며 돔이 완

성되는 위치에서는 반 방향으로의 최고치을 가진다. 핀치-오프 

이후 캐비티 표면의 진동이 관찰되는 경우 항력계측에서도 동일

한 변동이 계측되었다. 

10)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수에서 출수에 이르는 모든 위치

에서의 평균적인 항력(항력계수 0.39)이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

는 경우(항력계수 0.57~0.55)에 비해서 작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구의 후면에 위치하는 캐비티가 압력 회복을 돕기 때문이

다. 또한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전 위치별 변동치 역시 작

음을 알 수 있는데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 박리 

현상이 발생하여 항력이 증가하고 반류에서의 와류 구조의 불안

정성으로 인해 변동치 역시 증가한다. 

11) 캐비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항력은 캐비티가 발생하는 경

우에 비해 최고치가 더 자주 발생하며, 두번째 최고치가 첫번째 

최고치보다 더 큰 항력을 갖는 경우가 부분이다. 항력의 변동

은 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의 떨어져나감현상의 주기

성에 기인하는데, 첫번째 주기의 변동성은 스트라우할수 0.2정도

의 값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위와 같이 결론지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 모형의 입수와 달리 3차원 형상을 가지는 단날개모형의 경우 

Figure 80과 같이 구의 경우와 같은 정면촬영만으로는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측면의 촬영을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 수행하여 동기화를 해 주어

야 본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펠러의 날개는 나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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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피치를 갖는 얇은 두께의 단면을 가지므로 수면과 일정한 각도

(10~20도 정도의 예각)를 가지는 평판이 입수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날개 끝으로 갈수록 입수 속도가 빠르게 되어 구의 입수와 유사하게 캐

비티가 생기며 날개 단면의 특징에 의해 앞서 설명한 라인 보오텍스 캐

비티와 유사한 형태로 생성된다. 입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Figure 81

과 같이 날개의 흡입면 전체에 부착된 캐비티를 관찰할 수도 있다. 향후 

본격적인 연구는 여러 방향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동기화하여 이를 재구

성함으로써 축 칭으로 가정하는 구의 입수 문제와 달리 3차원 형상을 

갖는 복잡한 물체의 입수 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Figure 80 Water entry and exit of one blade model from 3 different view (kp505, 
radius of propeller=0.3m, Vtip=3.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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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1 Cavity attached at suction side of KP505 one blade model (radius=0.3m) 
with Vtip=4.0m/s  

 앞서 살펴 본 단날개 모형에 한 입수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듯이 임의의 반경에서 날개 단면의 입수 현상은 Figure 82와 같이 반경

에 따라 길이와 열림각이 다른 절반의 쐐기 낙하(half wedge drop)문제

와 유사하다. 날개 뒷날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쐐기 입수 현상과 같이 측

면으로의 제트 유동을 유기하나 열림각이 일반적으로 크므로 스플래쉬와 

돔이 형성되지 않는, 열린 캐비티가 형성된다. 날개의 앞날에서는 원호

를 따라 이동하는 구의 경우와 같이 유동의 분리에 의한 스플래쉬와 공

기의 유입으로 인한 닫힌 캐비티가 형성되며, 구의 입수시와 유사하게 

핀치-오프와 팁 보오텍스 캐비티가 나타난다. 이후 날개의 회전이 더 

진행되면서 Figure 83과 같이 뒷날에 의해 발생된 열린 캐비티는 앞날

에 의해 생성된 닫힌 캐비티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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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Simplification of propeller blade(leading edge and trailing edge) water 
entry by half-wedge drop 

 

Figure 83 Merge of open cavity from trailing edge and closed cavity from leading 
edge 

본 실험에서 설계한 실험장치를 통해서 구의 입수와 출수 현상을 모

두 관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인 출수 문제를 다루지는 않

았다. 다만 몇 가지 조건에서의 출수 현상을 살펴 보면 Figure 84와 같

다. 즉 입수 조건에 따라 구에 캐비티가 부착된 조건에서 출수를 겪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캐비티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의 출수 현상은 구가 물을 끌어 당기면서 출수하는 현상을 다루어야 

하는 반면에 캐비티가 부착된 상태에서 출수를 하게 되면 구의 전진 방

향의 물과 뒤쪽의 캐비티를 함께 끌고 올라가면서 캐비티의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현상을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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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Water exit of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at constant speed 
depending surface condition after water entry event (Vtip=4.7m/s, air cavity with 

water film emerged from free surface) 

출수 문제를 정의할 때, 물속에서 출발하는 물체의 경우와 본 논문

과 같이 입수 문제와 연결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속에서 출발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를 이

용하여 수중에서 가속을 시켜 일정한 속도에서 출수하는 시험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전 위치에 따른 자유 수면의 변화와 항력의 상관 관계

를 구에 부착된 캐비티면의 압력 변화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한 실증

을 위해 구의 후단에 압력센서를 매립하고 이를 직접 계측하여 캐비티 

내부의 압력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를 시도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 작성시에 수행한 시험의 동영상은 다음의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며 저자의 승인 및 인용 표시를 한 후 사용가능함

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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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

8CtrpskO9mTp11OsyVJbv3CXZ33F2bs?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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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entry of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at 

constan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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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ship's propeller rotates under the partially submerged 

condition, the propeller blades collide with the free surface of water, 

causing complex air intake and mixing. In order to get a physical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on, the complex shape of the 

propeller is simplified as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and a 

high-speed camera is used to capture the free surface deformation 

(splash & dome) and the subsequent ventilated cavity. 

The water entry is a phenomenon that occurs when a solid having 

an arbitrary shape passes through the free surface between a gas and 

a liquid. It is known that the phenomenon is governed by various 

conditions such as density, shape, surface roughness and velo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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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and density,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of liquid. 

Through experiments in which the sphere moves along a circular 

path at constant speed and enters into the free surface, it can be seen 

that, as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roughness and impact 

velocity rather than the mass ratio have a very large influence on the 

deformation of free surface and the formation of air cavities. By 

controlling the roughness of the surface, a distinct splash 

crown/dome and a sufficiently developed cavity are formed in case 

of a sphere with a large static contact angle even at a lower impact 

speed than a sphere with a small contact angle. This is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fluid near sphere with a large static contact angle. 

In the case of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the radius about 

the center of rotation is different for all mass points, so the outside 

of the sphere has a higher tangential velocity than the inside. This 

difference in speed results in an asymmetry in the deformation of 

free surface and the shape of air cavity, similar to the water entry of 

a sphere falling freely with spin. Since this asymmetry accumulates 

over time right after water entry, the splash crown at the beginning 

of the water entry is symmetrical, but the dome occurring later has 

an asymmetric shape in which its outside is higher than the inside. 

Cavities created under the free surface have two different direction 

of asymmetry: at near the free surface, the outside radius is larger 

than the inside radius from the trajectory of center point of a sphere. 

But the cavity created by continuing rotation affected by buoyancy 

(hydrostatic pressure) and the inside radius is larger than outside. 

Cavities formed under the water surface are introduced in a large 

amount of air through the open space of the splash crown mad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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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urface, and after the creation of the dome, it is created by the 

limited inflow air. Cavities that are somewhat closed are stretched by 

a continuously rotating sphere, so the internal pressure becomes 

relatively low, and the ambient pressure is increased by the 

downward movement of the sphere, so the middle of the cavity is 

constricted(deep seal or pinch-off). Finally, the cavity is broken 

from the bottom to the top. When a sphere freely falls, it is slowed 

by the drag that the sphere receives from immediately after the entry 

and reaches the terminal velocity and small bubbles are observed 

between the separated cavities after pinch-off. However, in the case 

of maintaining a constant speed as in this experiment, a strong line 

vortex cavity is observed between the two cavities that are separated 

after the cavity pinch-off. This is due to the vortical flow structure 

around a sphere resulting from difference in speed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sphere as described above and due to the 

weak surface tension resulting from the stretched cavity. Finally the 

line vortex cavity breaks up and becomes a strong jet. This jet 

induces the surface oscillation of bottom cavity and thick jet that 

eventually collapses the top cavity. In order to quantitatively examine 

the change in the volume of the cavity occurring under the water 

surface, the edge of the cavity was estimated from the image of the 

high-speed camera and the volume was calculated by assuming 

symmetry about the axis in the tangential direction. The asymmetry 

of the cavity was numerically quantified from the distance between 

the radial center of the cavity and the circular path. 

While the drag of a free-falling sphere covered in previous 

studies was obtained indirectly through image analysis of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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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camera photographed at same time intervals, the test 

apparatus designed for the problem of a sphere moving along a 

circular path at a constant speed has the rotation arm and sphere. 

Because it is connected, the drag force in the tangential direction of 

the sphere can be obtained directly by using the torque measured 

through the torque meter installed on the rotating shaft. Additional 

test procedure is considered to separate the hydrodynamic drag 

force of sphere from total force combined as gravitational force, 

buoyancy force and drag of rotating arm. By synchronizing the results 

of image acquisition through a high-speed camera and the drag 

measurement results of the sp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cavities and the change in shape and drag was 

investigated. It was observed that the average drag force when the 

cavity was formed at the same impact speed was smaller than the 

drag force when the cavity was not formed, and that the fluctuation 

during movement along the circular path was also small. Even when 

a cavity is formed, the relatively small fluctuation of drag measured 

has a certain correlation with the deformation of the free surface and 

the change of the shape of the cavity. 

 

Keywords: water entry, circular path, constant speed, drag, splash, 

dome,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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