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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해파리나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의 추진 방식을 모사한 와류 고리

추진기(vortex ring thruster, VRT)는 피스톤의 수축 및 이완 운동을

통해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와류 고리 추진기가 수축 운동할 경우

유체의 점성에 기인하여 제트의 축 중심과 벽 근처의 속도구배가

발생하고 두 영역에서의 속도구배로 인해 추진기 출구 영역에서는 와류

고리가 형성된다. 형성된 와류 고리의 동적 특성은 와류 고리 추진기의

추진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와류 고리를 형성하는 와류

고리 추진기는 소음 발생이 적고 자세 제어 및 조종 성능 관점에서 다른

추진 시스템에 비해 우수하여 주로 소형 무인 잠수정의 추진 장치로

활용되고 있지만 추진 효율이 다른 추진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소형 무인 잠수정의 보조 추진 장치로 그 적용이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하여 기존 와류 고리 추진기의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해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와류 고리 추진기(Coanda vortex ring thruster, 

CoVoRT)를 고안하였으며, CoVoRT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라 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와류 고리 추진기의 추진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동적 격자 기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피스톤 입구 면에 유량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해석한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수치 해석자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와류 고리 추진기 주위 유동에 대한 CFD 결과를 기존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VRT 및 CoVoRT의 추진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 성능 평가 지표(propulsion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PPEI)를 도입하였으며 VRT 및 CoVoRT의 와류 고리의 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에서 CoVoRT의 PPEI는 VRT의 PPEI에

비해 최대 50%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CoVoRT의 와류 고리 동적

특성이 VRT에 비해 추진 성능 관점에서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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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해양 자원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는 해양 탐사가 필수적이지만, 

인간이 직접 심해나 극한의 해양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양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지난

수년 동안 해양환경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 해양자원의 관찰 및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무인 수중 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이 활용되고 있다. UUV는 적은 비용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ure 1 Boeing’s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이러한 장점으로 UUV의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UUV에

대한 추진 시스템의 선정은 운항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적합한 추진 시스템의 선정이 중요하다. UUV의 추진 시스템은 크게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과 제트 추진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의 경우, 일정한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비교적 공간 제약이 거의 없는 환경이나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해양

생물 자원을 탐색할 때 활용될 수 있다 (Fossen & Blank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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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yopadhyay, 2005; Mohseni, 2006; Halder, 2018). 반면, 정지해

있는 해양 자원을 탐색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트 추진

시스템이 프로펠러 추진에 비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hseni, 2004). 또한, 제트 추진 시스템은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소음 발생이 적고, 자세 제어 및 조종 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제트 추진 시스템을 UUV의 추진

시스템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Xin et al, 2013; Zhang et al, 2018).

제트 추진 시스템 중 와류 고리 추진기 (vortex ring thruster, 

VRT)는 해파리나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의 추진 방식을 모사한 추진

장치이다. VRT는 수축 및 이완 과정을 통해 추진력을 발생시키는데, 

VRT가 수축 운동할 경우 유체의 점성에 기인하여 추진기 벽 근처와

중심축 사이의 속도구배에 기인하여 VRT 출구 부 주위에서 와류

고리가 형성된다. 이러한 와류 고리를 형성하는 VRT를 소형 무인

잠수정에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며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 Applications of VRT to the UUV (a) CAKANAR-E (Kreig 

& Mohseni, 2010) (b) KRAKEN (Wilson et al, 2009)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VRT는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에 비해

추진 효율이 낮아 도킹(docking) 등의 목적으로 보조 추진 장치로

활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무인 잠수정의 주

추진 시스템으로 VRT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진 성능의 향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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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VRT는 Figure 3과 같이 피스톤-실린더 방식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피스톤 수축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 고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Figure 3 Piston-cylinder mechanism

Gharib et al. (1998)은 실험을 통해 와류 고리의 동적 특성이

피스톤의 수축 길이에 해당하는 행정비(stroke ratio)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디지털 입자 영상 유속계(digital particle image 

velocimetry, DPIV)를 이용해 와류 고리의 속도 및 와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Figure 4와 같이

와류 고리가 후행 제트(trailing jet)와 분리(pinch-off)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ure 4 Vorticity field of a vortex ring with different stroke ratio 

�∗ (a) �∗ = 2 (b) �∗ = 14.5  (Gharib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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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harib et al. (1998)은 Figure 5와 같이 총 순환 및 와류 고리

순환을 도출하여 와류 고리 순환의 최댓값이 총 순환과 동일해 지는

시간을 형성 수(formation number)로 정의하였다. 형성 수는 와류

고리가 후행 제트와 분리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Figure 5 Total circulation and vortex ring circulation (Gharib et al., 

1998)

Bartol et al. (2009)은 연체동물의 한 종류인 Lollinguncula brevis의

수축 운동을 관찰하여 행정비에 따라 발생하는 와류 고리의 동적 특성이

추진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6과 같이

행정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수축 시간의 증가로 인해 후행 고리를

형성하여 행정비가 작은 경우에 비해 추진 효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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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orticity contour field for Lollinguncula brevis (Bartol et 

al., 2009)

Krueger & Gharib (2003)은 실험을 통해 와류 고리 형성 및 분리가

추진 성능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ure 7과 같이 와류

고리 추진기로부터 유입되는 유체의 질량은 경계층 두께, 와류 고리에

유입된 유체의 질량 및 부가 질량으로 구성된다. 와류 고리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추력은 와류 고리에 유입된 유체의 질량과 부가 질량에

비례하며 이는 형성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형성 수의 증가는 총

순환 대비 와류 고리 순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와류 고리에

유입된 유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성 수의

증가는 추진 성능상의 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7 Illustration of the three classes of ambient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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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by a vortex ring (Krueger & Gharib, 2003)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피스톤이 수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와류 고리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와류 고리의 분리 현상이 VRT의 추진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와류 고리의

와도 증가 및 와류 고리에 유입된 유체 질량의 증가가 추진 성능 상의

이점을 의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활용되는 VRT는 소형 무인 잠수정의 보조 추진 장치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의 주 추진

장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진 성능 향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와류 고리의 유입되는 와도 및 유체의 질량 유입

증가를 위해서 기존 VRT에 코안다 효과를 접목한 VRT를 고안하였다. 

코안다 효과는 유체가 곡면과 접촉하면서 흐를 때 곡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으로 루마니아 과학자인 헨리 코안다(Henri Coanda)에 의해

발견되었다. 유동 제어 및 추력 편향 관점에서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며 Englar (1971)는 Figure 8과 같이 타원형

형상 날개의 후연 근처에 제트를 부착하였다. 부착된 제트에 의해

방출되는 유동은 곡면을 따라 흐르면서 주위 유속을 가속시켜 유동

박리를 지연시켰으며 Figure 9와 같이 그에 따른 항력 감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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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eometry of elliptic airfoil with jet (Englar, 1971)

Figure 9 Drag coefficient with different jet momentum coefficient 

(Englar, 1971)

Banazade & Saghafi (2017)는 코안다 효과를 이용하여 Figure 10과

같이 추력 방향 제어를 위한 노즐을 설계하였다. 최적의 노즐 형상을

도출하기 위해 준뉴턴 최적화(quasi-Newton opitimzation)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결과 Figure 11과 같이 기존 노즐 대비 추력 편향

각도가 약 32%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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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Geometric of fluidic nozzle (a) Isometric view mounted 

on the engine, (b) isometric close-up, and (c) a cross-sectional 

view (Banazadeh & Saghfi, 2017)

Figure 11 Thermal images of the exhaust gases (a) conventional 

fluidic nozzle (b) fluidic nozzle using the Coanda effect (Banazadeh 

& Saghf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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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존 VRT의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해 고안한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와류 고리 추진기(Coanda vortex ring thruster, 

CoVoRT)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CoVoRT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개소스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해석 툴킷인 OpenFOAM 기반으로 개발된 SNUFOAM을

이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CoVoRT의 문제 정의 및

해석 대상과 계산 영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장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해석 솔버, 경계 조건과 이산화 기법

및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에 대해 논의 하였다. 4장의 4.1절에서는

CoVoRT 해석에 앞서, 1) VRT의 피스톤의 수축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피스톤을 직접 이동시키는 동적 격자(dynamic mesh)기법과 피스톤

입구에 유량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4.2절에서는

해석자 검증을 위해 VRT의 해석 결과를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4.3절에서는 CoVoRT의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CoVoRT의

추진 성능을 평가 및 기존 VRT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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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정의

2.1 이론 정립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코안다 효과(Coanda effect)는 유체가

곡면과 접촉하면서 흐를 때 곡면을 따라 유체가 흐르는 현상으로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2 Schematic of the Coanda effect

물체 표면을 따라 빠르게 진행하는 유동이 낮은 압력을 형성하여 주위

유동을 곡면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현상으로 1930년 루마니아 과학자

헨리 코안다(Henri Coanda)에 의해 발견되었다. 실생활에서 Figure 

13와 같이 이러한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한다. 

Figure 13 Dyson’s flyaway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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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대상 및 계산 영역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자의 검증과 Coanda 효과를 활용한 와류

고리 추진기의 추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VRT 및 CoVoRT를 해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VRT 및 CoVoRT의 상세 구성은 아래 Figure 

14와 같다. 

Figure 14 Configurations of VRT and CoVoRT

VRT는 primary cylinder와 계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oVoRT는 primary cylinder와 Coanda disc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해석에서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계산 영역은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피스톤은 +x방향으로 수축운동을 하고 Coanda disc의 경우

원판의 중심 방향으로 피스톤 운동을 한다. VRT 및 CoVoRT의 상세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0

Table 1 Main dimensions of VRT and CoVoRT

Main dimension VRT CoVoRT

Primary cylinder diameter 

(��)
0.0254 m 0.0254 m

Maximum stroke ratio (��/��) 15.7 15.7

Coanda disc length (��) - 0.03 m

Coanda disc thickness (��) - 0.004 m

VRT의 경우, 해석자 검증을 위해 기존 선행 연구인 Gharib et al. 

(1998)의 실험에서 설정한 직경 및 최대 행정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CoVoRT의 경우, VRT와의 추진 성능 비교를 위해

primary cylinder의 직경 및 최대 행정비를 VRT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VRT 및 CoVoRT의

문제를 Figure 15과 같이 2차원 축대칭 해석으로 수행하였다. Gharib et 

al. (1998) 과 Rosenfeld et al. (1998)의 연구에서 레이놀즈 수가

6,000이하인 VRT 유동 문제에서 와류 고리 구조가 축대칭 형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의 최대 레이놀즈 수가 6,000이하기

때문에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레이놀즈 수는 4장에 나타내었다. 또한, VRT 및 CoVoRT의 계산

영역을 Figure 15에 표시하였다. 계산 영역 길이의 경우, 피스톤 직경의

20배로 설정하였으며 높이의 경우, 3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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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mputational domain of VRT and CoV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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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기법

3.1 해석 솔버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CFD 라이브러리 OpenFOAM을 기반으로

개발된 SNUFOAM을 이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문제는

비압축성 비정상 층류 유동으로 지배방정식은 연속 방정식과 Navier-

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속 방정식 및 Navier-Stokes 

방정식은 식 (1)과 식 (2)에 나타내었다.

���
���

= 0 (1)

���
��

+ ��
���
���

= −
1

�

��

���
+

�

���
��

���
���

� (2)

위의 식에서 ��는 축방향 속도( � = �, �, �), �는 압력, �는 유체의

동점성 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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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계조건 및 이산화기법

VRT 및 CoVoRT의 해석에 대한 경계 조건을 Figure 16에

나타내었다. 속도 경계조건으로는 primary jet inlet과 Wall에는

Dirichlet 경계조건, Outlet에서는 Neumann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압력 경계조건으로는 primary jet inlet과 Wall에는 Neumann 경계조건, 

Outlet에서는 Dirichlet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본 해석자에 사용된 이산화 기법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Discretization schemes

Temporal discretization
Crank-Nicolson 

(Second-order accuracy)

Spatial 

discretization

Gradient 

discretization

Gauss linear

(Second-order accuracy)

Divergence 

discretization

Gauss linearUpwind

(Second-order accuracy)

Laplacian 

discretization

Gauss linear corrected

(Second-order accuracy)



24

Figure 16 Boundary conditions of VRT and CoV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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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압력 연성으로는 P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PIMPLE 

알고리즘은 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PISO) 

알고리즘과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SIMPLE) 알고리즘을 조합한 알고리즘으로, PISO 

알고리즘의 압력 수정 방법을 사용한다. PIMPLE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도를 Figure 17에 나타내었다.

Figure 17 Flow chart of PIMPL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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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VRT의 primary cylinder입구에 유량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수치 해석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피스톤 영역의 격자를 움직여 피스톤 운동을 구현하는 동적 격자

기법(dynamic mesh)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동적 격자

기법의 구현을 위해 OpenFOAM의 dynamicInkJetFvMesh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dynamicInkJetFvMesh 라이브러리는 격자의

절점(node)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동시킬 격자 영역을 설정한 후 시간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어 격자의 이동을 구현한다. 격자

이동 방정식은 식 (3)에 나타내었다.

���� = �
����(1 − �(�)), ���� ≥ ����

����, ���� < ����
(3)

위의 식에서 ����는 격자 이동 방정식을 푼 결과 도출된 격자의

절점 위치, ����는 기존 격자 점의 위치, ����는 이동 시킬 격자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는 시간의

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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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4.1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VRT의 primary cylinder입구에 유량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수치 해석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피스톤 영역의 격자를 움직여 피스톤 운동을 구현하는 동적 격자

기법(dynamic mesh)을 이용한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결과 도출을

위해 시간은 무차원화 하였으며 식 (4)에 나타내었다. 

�∗ =
���

��
(4)

위의 식에서 ��는 primary jet의 속도, ��는 primary cylinder의 직경, 

�는 시간을 나타낸다. 각 방법의 해석을 위해 동적 격자 기법의 경우

피스톤 속도 �� = 0.1524 �/� 로 설정하였으며 유량 경계 조건을

설정한 경우 질량 유량 �̇ = 8.58 × 10�� ��/� 를 primary cylinder 

입구에 경계 조건으로 설정했다. 

두 방식의 CFD 해석 결과 도출된 시간에 따른 VRT 출구 부(�/�� =

0 ) 속도 분포 및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비교하였다. Figure 18은

피스톤 구현 방식에 따른 VRT 출구 부 속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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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omparison of velocity profiles between mass flow rate 

and dynamic mesh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계층이 발달하여 0.4 < y/D� < 0.5인 벽 근처

구간에서 속도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RT 출구

부 속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최대 오차가 약 2%로 두 방법의 속도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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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omparison of velocity profiles between mass flow rate 

and dynamic mesh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비교한 결과 역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동적

격자 방법을 이용한 CFD 해석 결과가 유량 경계 조건을 이용한 CFD 

해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computation time

Mass flow rate 4hour 40minute 

Dynamic mesh 5hour 43minute

Difference of computation 

time
1hour 3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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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는 두 방법의 CFD해석 시간을 비교하였다. 유량 경계

조건을 이용한 방법이 동적 격자 방법에 비해 약 24% 계산 시간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치 해석적 정확성 및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추후 CFD 해석을 위한 피스톤 운동 구현 방식을 유량 경계

조건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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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격자 의존도 시험 및 해석자 검증

4.2.1 격자 의존도 시험

본 연구에서는 VRT에 대한 격자 의존도 시험(grid convergence 

test)을 수행하였다. 격자 의존도 시험은 국제 수조 회의(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에서 제안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Xing & Stern, 2008). 기존 x방향 및 y방향의 격자 밀집도인 격자

밀집도 비율(grid refinement ratio) r� 를 √2 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격자에 의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격자

의존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현의 편의성을 위해 각 방향의 격자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중간인 경우, 큰 경우를 각각 c,m,f 

첨자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격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Details of grid verification

Direction Grid

Grid 

dimension

(piston)

Grid 

dimension

(domain)

Number of 

cells

x 

direction

XcYm 87 x 72 500 x 158 87,350

XmYm 123 x 72 707 x 158 122,198

XfYm 174 x 72 1000 x 158 171,527

y 

direction

XmYc 123 x 51 707 x 112 86,160

XmYm 123 x 72 707 x 158 122,198

XmYf 123 x 102 707 x 223 1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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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의 검증을 위한 물리량으로는 특정위치에서의 시간 평균 압력과

x방향의 시간 평균 운동에너지로 설정하였다. 특정 위치로는 피스톤

출구에서부터 계산영역으로 2D�떨어진 중심 축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x방향 및 y방향에서 얻어진 물리량을 각각 S�, S�, �� 으로 나타내면

수렴비 R�는 아래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5)

도출된 수렴비에 따라 단조수렴, 진동수렴, 발산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아래 식(6)와 같다.

�

0 < R� < 1, monotonic convergence
R� < 0, Oscillatory convergence
R� > 1, Divergence

(6)

정도 차수(order of accuracy) �� , Richardson 외삽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오차 ��� , 보정 계수(correction factor) �� , 

비보정 불확실도 U� 는 아래 식 (7)-(10)과 같다.

�� = ��(��
��) /��(��) (7)

��� =
�� − ��

��
�� − 1

(8)

�� =
��
�� − 1

��

��
�ℎ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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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
[9.6(1 − ��)

� + 1.1]|���|, 0.75 < �� < 1.25
[2|1 − ��| + 1]|���|, 0 ≤ �� ≤ 0.75 �� �� ≥ 1.25

(10)

여기서 ��
�ℎ

는 정도 차수에 대한 추정치를 의미하며 본 해석에서

공간 차분법의 경우 2차 정확도 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보정 계수 ��를 추정하기 위한 정도 차주에 대한 추정치는 ��
�ℎ
=

2이다. 각 방향에 대한 VRT의 격자 의존도 시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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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grid convergence study of VRT

Time-averaged pressure
Time-averaged Kinetic 

energy

XcYm

(��)

XmYm

(��)

XfYm

(��)

XcYm

(��)

XmYm

(��)

XfYm

(��)

X 

directi

on

-0.1158 -0.1152 -0.1150
6.569  

x 10E-

6.582   

x 10E-

6.587  

x 10E-

�� 0.4952 0.4638

�� 2.0278 2.2166

��� -2.514 x 10E-4 -4.9947 x 10E-9

�� 1.0193 1.1559

�� 2.7742 x 10E-4 1.4901 x 10E-9

��(%) 0.241% 2.262%

XmYc

(��)

XmYm

(��)

XmYf

(��)

XmYc

(��)

XmYm

(��)

XmYf

(��)

Y 

directi

on

-0.1160 -0.1152 -0.1150
6.577  

x 10E-

6.582   

x 10E-

6.584  

x 10E-

�� 0.6383 0.6216

�� 1.2951 1.3719

��� -4.5227 x 10E-4 -4.7292 x 10E-9

�� 0.5665 0.6088

�� 1.3132 x 10E-4 8.423 x 10E-9

��(%) 1.140% 2.81%

비보정 불확실도 ��는 현재 격자 밀집도에서 예상되는 수치 해의

불확실도를 의미한다. 격자 밀집도가 중간 수준인 XmYm의 경우

각 방향에서의 비보정 불확실도가 작아 격자 구성이 타당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CoVoRT의 경우 Coanda je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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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부가 곡면으로 구성되어 x방향 및 y방향에 따른 격자 수렴도

분석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고 Coanda jet를 제외하면

VRT의 주요 구성 및 재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VRT의 XmYm 

격자 밀집도 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VRT 및 CoVoRT의

격자 분포를 Figure 2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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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Grid distribution of VRT and CoVoRT



37

4.2.2 해석자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치 해석자의 검증을 위해 VRT에 대한 유동

해석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VRT 

해석 결과에서 무차원화한 시간 �∗에 따른 총 순환(total circulation) 및

와류 고리 순환(vortex ring circulation)을 무차원화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한 그림을 Figure 21에 도시하였다.

Figure 21 Comparison of total and vortex ring circulation of the 

VRT

총 순환은 추진 운동 중 발생한 와도를 전체 해석 영역에 대해

면적분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와류 고리 순환은 추진 운동 중 와류

고리의 내부 영역을 면적분을 통해 계산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형성 수는 더 이상 와류 고리에 에너지 유입이 발생하지 않고 후행

제트와 분리되는 시간으로 와류 고리 순환의 최댓값이 총 순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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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화한 시간을 형성 수로 정의하였다. VRT 해석 결과에서 도출된

형성 수와 선행연구의 형성 수의 비교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Comparison of formation number

Formation number

Gharib et al. (1998) 3.8±0.2

Rosenfeld et al. (1998) 3.8

Present work 3.74

Error (%) 1.57

Gharib et al. (1998)은 수행한 실험 결과 도출한 형성 수는 평균

3.8로 Rosenfeld et al. (1998)이 수행한 CFD 해석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도출된 형성 수를 비교해본 결과

오차가 1.57%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차원화한

시간에 따른 VRT 출구 부에서 속도 분포를 Rosenfeld et al. (1998) 이

수행한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Figure 22에 나타내었다. 기존

CFD 해석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최대 오차가 2.6%로 기존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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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mparison of VRT’s exit with three different �∗

또한, 해석자 검증을 위해 시간에 따른 VRT 출구 부 속도 분포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Figure 23에 나타내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와도장에 대한 와도 크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0 < ω
�
< 30 에 해당하는 범위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석 결과는

Gharib et al. (1998)의 실험 결과 및 Mohseni et al. (2001)과 Zhang 

et al. (2020)의 CFD 해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자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한 결과

기존 CFD 해석 결과 및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며 수치해석자가 타당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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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Vorticity contours of the VRT with three different strok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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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CoVoRT의 성능 해석

4.3.1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VRT 및 CoVoRT의 정량적인 추진 성능 평가를 위해

추진 성능 평가 지표(propulsion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PPEI)를 도입하였으며 식 (11)과 같다.  

� =
������
����

=

1
2� ∫ ∫��

��∀
�

�

1
2����� +

1
2�����

(11)

여기서 ������ 은 유동 방향 평균 운동에너지, ���� 는 피스톤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유입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Coanda jet와 primary 

jet가 추진 운동함으로써 방출하는 유체의 질량이다. �� 와 �� 는 각각

Coanda jet 및 primary jet에 대한 유입속도이다. PPEI는 추진 운동을

하기 위해 각 제트에서 이동한 유량이 발생시키는 운동에너지 대비 전체

계산 영역에서 발생한 유동 방향 평균 운동에너지로 설정하였다. 추진

성능 평가 시간은 추진 운동 시간인 � = 1� 동안 수행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무치원화한 시간은 t∗ = 6 이다. 유동 방향 평균 운동에너지

������ 은 전체 계산 영역에서 존재하는 각 셀의 속도 성분의 제곱을

적분한 값에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피스톤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유입 ���� 는 VRT 및 CoVoRT가 추진 운동함에 따라 각

jet에서의 에너지 유입을 의미한다.

CoVoRT를 구성하고 있는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속도비(jet 

velocity ratio)는 아래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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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여기서 ��는 Coanda jet의 속도를 의미하며 ��는 primary jet의 속도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CoVoRT를 구성하는 Coanda wall의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 평가 및 와류 고리의 동적 거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CoVoRT의 Coanda wall의 형상은 서로 다른 곡률 반경으로 구성되

어 있다. Coanda wall의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형상을 Figure 24에 나

타내었으며 상세 재원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Figure 24 Geometries of CoVoRT(R1) and CoVoRT(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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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in particulars of Coanda wall curvature radius of 

CoVoRT(R1) and CoVoRT(R2)

Radius Center of curvature

CoVoRT(R1)
R��/�� = 0.79 O��(−0.08��, 1.26��)

R���/�� = 1.85 O��(−0.08��, 1.26��)

CoVoRT(R2)
R��/�� = 0.87 O��(−0.08��, 1.26��)

R���/�� = 2.04 O��(−0.08��, 1.26��)

CoVoRT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위해 CoVoRT(R2)의 경우 Rhee 

et al. (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제트의 형상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곡률 반경의 증가가 CoVoRT의 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CoVoRT(R1)의 경우 CoVoRT(R2)의 Coanda cylinder의

위치를 유동 방향에서 −0.5D�만큼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고 Coanda jet

의 출구 부 높이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곡률 반경으로 설계하였다. 곡률

반경의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속도비는 λ = 0.5로 설

정하였으며 출구 부 높이는 ��/�� = 0.05로 설정하였다. CoVoRT의 곡률

반경의 변화에 따른 PPEI와 기존 VRT와 비교하여 CoVoRT의 PPEI의

향상율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곡률 반경이 비교적 큰 CoVoRT(R2)

는 CoVoRT(R1)과 비교하여 PPEI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CoVoRT(R2)는 기존 VRT에 비해 약 45.3%의 추진 성능 향상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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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PEI of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coanda wall 

curvature radius

VRT CoVoRT(R1) CoVoRT(R2)

PPEI 0.66 0.85 0.96

PPEI improvement rate 

(%)
− 29.3 45.3

곡률 반경의 변화에 따른 PPEI가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VRT, 

CoVoRT(R1) 및 CoVoRT(R2)에서 발생하는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비교하여 Figure 25에 도시하였다.

Figure 25 Vorticity contours of VRT, CoVoRT(R1) and 

CoVoRT(R2) at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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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에서 와류 고리의 중심부가 VRT에 비해 CoVoRT(R1) 및

CoVoRT(R2)가 하류 방향으로 위치해있는 것을 고려하면 CoVoRT(R1) 

및 CoVoRT(R2)는 VRT에 비해 와류 고리의 전진 속도가 빠르고 와류

고리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와류 고리의 크기 증가는

Coanda jet에 따른 추가적인 운동량의 공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와류 고리의 크기는 와류 고리의 에너지 유입과 관련된 특성으로 와류

고리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추진 성능 관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Shusser &Gharib, 2000). 또한, CoVoRT(R1) 및 CoVoRT(R2)

에서 음의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곡률 변화에 따른 음의 와

류 발생이 primary jet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 = 4.2일

때의 출구 부 근처에서의 와도장을 확대하여 Figure 26에 도시하였다.  

Figure 26 Vorticity contours near the exit of CoVoRT(R1)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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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oRT(R2) at �∗ = 4.2

Figure 26과 같이 Coanda jet에 의해 발생하는 음의 방향 와도가 곡률

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입 각도의 증가는 primary jet에서 발생하는 와도에 더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PPEI 결과와 유사

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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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속도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본 절에서는 CoVoRT 중 더 좋은 추진 성능을 가지는 CoVoRT(R2)

에 대해 두 제트의 속도비 � = 0.5,1.0,2.0인 경우에 대해 CFD 해석을 수

행하였다. 언급의 편의를 위해 CoVoRT(R2)를 CoVoRT로 표현하였다. 

VRT 및 CoVoRT의 속도비에 따른 PPEI와 기존 VRT와 비교하여

CoVoRT의 PPEI의 향상율을 Table 9에 나타내었다. 

Table 9 PPEI of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jet velocity ratio

VRT λ = 0.5 λ = 1.0 λ = 2.0

PPEI 0.66 0.96 0.98 0.6

PPEI 

improvement 

rate (%)

− 45.3 49.5 -9.3

Table 9와 같이 λ = 1.0인 경우, PPEI가 기존 VRT에 비해 49.5% 향

상된 반면 λ = 2.0의 경우에서는 PPEI가 기존 VRT에 비해 9.3% 감소

된 것을 확인하였다. 속도비 변화에 따른 PPEI가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해 VRT 및 CoVoRT의 3차원 형상의 와류 고리 구조를 비교하여

Figure 2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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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omparison of 3D vortex ring structure of the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jet velocity ratio at �∗ = 3.9 presented by 

iso-surface of Q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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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과 같이 속도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유동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λ = 2.0인 경우, 음의 와류 고리 구조가 관찰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와류 고리 구조에 와도 크기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VRT의 경우는 0에서 30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음의 와

류 고리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CoVoRT의 경우는 -30에서 30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추후 나타나는 z방향 와도장의 범위는 VRT 및

CoVoRT 각각 Figure 27과 동일한 범위로 설정하였다.  VRT 자세한

유동의 관찰을 위해 VRT 및 CoVoRT의 2차원 형상의 와류 고리가 형

성되는 과정을 Figure 28에 도시하였다. 

Figure 28 Comparison of vorticity contour of VRT and CoVoRT with 

two different velocity ratio at �∗ = 3.0



50

Figure 28에 도시한 결과 CoVoRT는 Coanda jet에 의한 추가적인 운

동량 유입으로 인해 CoVoRT의 와류 고리 전진 속도가 증가했으며 후

행 제트의 두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λ = 2.0 인 경우

Coanda jet의 과도한 운동량 유입으로 인해 와류 고리의 분리 현상이

발생하며 후행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와류 고리의 분리 현상은 더 이상 와류 고리에 추가적인 와도 유

입이 없을 때 발생하며 이후 후행 고리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추진 성

능 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류 고리의 분리

현상을 유발하는 음의 와류가 유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λ

= 0.5와 λ = 2.0인 경우에 대해 Figure 29에 와류 고리가 형성되는 초

기(�∗ = 0.3)에 출구 부 근처에서의 유선을 비교하였다.

Figure 29 Comparison of streamlines of CoVoRT with two different 

jet velocity ratio at �∗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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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와 같이 λ = 2.0인 경우에서는 λ = 0.5인 경우와 달리 음의

와류가 출구 부 근처 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음의

와류 형성이 CoVoRT의 출구 부 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Figure 30에 와류 고리 형성 초기 및 피스톤 운동이

종결되는 시간(t∗ = 6)에서의 VRT 및 CoVoRT의 출구 부 근처(�/�� =

−0.16)에서의 속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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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Velocity profiles of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jet 

velocity ratio at �∗ = 0.3 and �∗ = 6.0

Figure 30과 같이 와류 고리 형성 초기에 VRT 및 CoVoRT 축 중심

지점의 속도는 유사한 반면 피스톤 운동이 종결될 때 λ = 0.5인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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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중심 지점인 y/D� = 0의 속도는 VRT 대비 약 7% 증가한 반면, λ

= 2.0인 경우는 약 12%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λ = 2.0인 경

우, 음의 와류 영향으로 0.38 < y/D� < 0.42 구간에서 속도가 감소하며

Coanda jet의 추가적인 운동량 유입이 축 중심 지점의 속도 증가에 기

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와류 고리 동적 특성 및 CoVoRT의 출구

부 근처에서의 속도 분포는 PPEI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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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출구 부 높이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본 절에서는 Coanda jet의 출구 부 높이 변화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

다.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속도비 λ = 0.5로 설정하였으며 출구

부 높이를 아래 Figure 31과 같이 y�/�� = 0.05,0.075,0.1로 설정하였다.

Figure 31 Geometry of CoVoRT

  CoVoRT를 구성하는 Coanda jet의 출구 부 높이 변화에 따른 PPEI 

및 기존 VRT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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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PEI and improvement rate of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Coanda jet exit height

VRT y�/�� = 0.05 y�/�� = 0.075 y�/�� = 0.1

PPEI 0.66 0.96 0.90 0.89

PPEI 

improvement 

rate (%)

− 45.3 36.8 34.7

Table 10과 같이 Coanda jet의 출구 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PPE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구 부 높이 변화에 따라

PPEI가 상이한 원인을 분석하기위해 출구 부 높이 변화에 따른 와류 고

리 형성과정을 Figure 32에 나타내었으며 출구 부 근처에서의 와도장을

Figure 33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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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Comparison of vorticity contour with different Coanda jet 

exit height at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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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Vorticity contour near exit of CoVoRT with different exit 

height at �∗ = 5.4

Figure 32와 같이 출구 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음의 와류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 0.05인 경우, 음의 와류가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후행 제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 =

0.1인 경우에서는 음의 와류는 출구 부 이후 영역까지 존재하며 이로 인

해 후행 제트의 분리 및 후행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PPEI의 경향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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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행정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본 절에서는 행정비 변화에 따른 CoVoRT의 추진 성능을 비교 및 분

석하였다.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행정비 ��
∗ 및 ��

∗는 피스톤의 수

축 길이를 직경으로 무차원화한 물리량을 의미하며 아래 식 (13)-(14)

와 같다.

��
∗ =

���

��
=
���

��
(13)

��
∗ =

���

��
=
���

��
(14)

여기서 ���및 ���는 추진 운동 기간 동안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피스톤이 움직인 총 거리, �는 총 추진 시간을 의미하며 ��와 ��는 각

각 primary jet의 속도와 primary cylinder의 직경을 의미한다. 행정비

의 설정을 위해 추진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유입 속도를 변화하였다.

행정비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 평가는 Coanda jet의 행정비가 primary 

jet의 행정비와 같은 경우와 Coanda jet의 행정비가 primary jet의 행정

비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추진 성능을 평가하였다. Coanda jet의 행정비

가 primary jet의 행정비와 같은 경우에는 ��
∗ = ��

∗ = 6,8,10인 경우에 대

해 추진 성능을 분석하였다. 각 행정비에 따른 VRT의 PPEI를 Table 

11에 나타내었으며 CoVoRT의 PPEI와 CoVoRT의 VRT 대비 추진 성

능 향상율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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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PEI of V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
∗ = 6 ��

∗ = 8 ��
∗ = 10

PPEI 0.66 0.62 0.59

Table 12 PPEI and PPEI improvement rate of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over VRT

��
∗ = ��

∗ = 6 ��
∗ = ��

∗ = 8 ��
∗ = ��

∗ = 10

PPEI 0.99 0.87 0.75

PPEI 

improvement 

rate (%)

49.5 41.0 27.0

Table 11과 같이 VRT의 PPEI는 행정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Bartol et al. (2009)의 연

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oRT의 PPEI도

VRT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Table 1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행정비 변화가 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VRT 

및 CoVoRT의 행정비에 따른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비교하여 Figure 

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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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omparison of vorticity contours between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at �∗ = 4.8

Figure 34와 같이 T�
∗ = 10인 VRT의 경우, T�

∗ = 6인 VRT에 비해 후

행 제트의 와도가 증가하고 와류 고리의 형성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 2.1인 지점에서 후행 고리의 발달이 시작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CoVoRT의 경우 Coanda jet로 인한 운동량 유입으로

VRT에 비해 CoVoRT의 와류 고리의 전진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
∗ = T�

∗ = 10인 경우 CoVoRT는 와류 고리가 후행 제트와 분리되

며 후행 제트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Coanda jet의 과도한

운동량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와류 고리의 분

리 및 후행 고리 형성은 추진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CoVoRT의 와류 고리 구조를

Figure 35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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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Vortex ring structures of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represented by iso-surface of Q = 10 at �∗ = 4.8

Figure 35에서 나타나는 와류 고리 구조 결과가 후행 고리와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Figure 34의 결과

와 유사하게 T�
∗ = T�

∗ = 10인 경우 T�
∗ = T�

∗ = 6에 비해 와류 구조가 복잡

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CoVoRT의 Coanda jet의 행정비가 primary jet의 행정비

와 다른 경우에 대해 추진 성능을 분석하였다. T�
∗ = 6, T�

∗ = 6,8,10인 경우

에 대해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행정비 변화에 따른 PPEI와 T�
∗ = 6

인 VRT 대비 PPEI 향상율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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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PEI and PPEI improve rate of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over VRT

VRT

(��
∗ = 6)

CoVoRT 

(��
∗ = 6, ��

∗ = 6)

CoVoRT 

(��
∗ = 6,��

∗ = 8)

CoVoRT

(��
∗ = 6, ��

∗ = 10)

PPEI 0.66 0.99 0.87 0.78

PPEI 

improvement 

rate (%)

- 49.5 32.2 17.9

CoVoRT의 Coanda jet의 행정비가 primary jet의 행정비와 같은 경

우와 유사하게 Coanda jet의 행정비가 증가함에 따라 PPE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 = 6 경우, VRT 대비 PPEI의 향상된

비율이 VRT대비 49.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
∗ = 10인 경우에는

PPEI의 향상된 비율이 VRT대비 17.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PPEI가

Coanda jet의 행정비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해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Figure 36에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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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omparison of vorticity contours between VRT and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of the Coanda jet at �∗ = 4.8

Figure 36과 같이 ��
∗ = 6 경우, VRT에 비해 후행 제트에 유입되는 와

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VRT에 비해 CoVoRT의 경우가 와류

고리에 유입되는 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oanda jet의 행정

비가 증가함에 따라 와류 고리와 음의 와류가 후행 제트를 따라 진행하

면서 와류 고리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 = 10인 경우

Coanda jet로 인한 과도한 운동량 유입으로 와류 고리의 형성이 종결되

고 후행 고리가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CoVoRT의 와류 고리 구조를 Figure 37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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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Vortex ring structures of CoVoRT with different stroke 

ratio represented by iso-surface of Q = 10 at �∗ = 4.8

Figure 37에서 나타나는 와류 고리 구조 결과는 Figure 34의 결과와

유사하게 후행 고리와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

지는 않지만, Figure 33의 결과와 유사하게 T�
∗ = 10인 경우 T�

∗ = 6에 비

해 와류 구조가 복잡하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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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VRT의 추진 성능 향상의 목적으로 유체가 곡면과

접촉하면서 흐를 때 곡면을 따라 유체가 흐르는 현상인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와류 고리 추진기인 CoVoRT를 고안하였으며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VRT의 추진 성능의 향상을 위해 도입한 CoVoRT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CoVoRT를 구성하는 Coanda wall의

곡률 반경,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속도비, Coanda jet의 출구 부

높이,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행정비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을 평

가하였으며 기존 VRT의 추진 성능과 비교하였다. CoVoRT의 추진 성능

평가에 앞서 피스톤 운동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직접 격자를 움직이는 동

적 격자 기법과 각 Coanda cylinder 및 primary cylinder의 입구에 유

량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와류 고리 형성 과정 및 출구 부

속도 분포가 작은 오차로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석 시간을 고려하

여 각 입구에 유량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피스톤 운동을 구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소스 CFD해석 툴킷인 OpenFOAM 기반으로 개발

된 SNUFOAM을 이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자 검증을 위

해 기존 선행연구와 출구 부 속도 분포, 총 순환 및 와류 고리 순환, 행

정비 변화에 따른 와류 고리 형성 과정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로 사용

한 해석자가 타당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증된 해석자를

이용하여 CoVoRT를 구성하는 Coanda wall의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CoVoRT 성능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행한 결과 곡률 반경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작은 경우에 비해 추진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곡률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유입 각도가 증가하여 와류 고리 형성

에 필요한 에너지 유입을 저지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속도비 λ의 변화에 따라 추진 성능을 분

석하였다. λ = 1.0인 경우, PPEI 결과가 기존 VRT에 비해 약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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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반면, λ = 2.0인 경우 PPEI 결과가 기존 VRT에 비해 약 9.3%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속도비가 증가함에 따라 Coanda jet의

과도한 운동량이 추진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와류 고리의 분리 현상 및 후행 고리를 형성하는 현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CoVoRT를 구성하는 Coanda jet의 출구 부 높

이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을 분석하였다. 수행한 결과 Coanda jet의 출

구 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PPEI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출구 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음의 와류가 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후행 제트의 분리 및 후행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PPEI의 경향성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하였다. Coanda jet 및 primary jet의 행정비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을

분석하였다. 수행한 결과 primary jet 및 Coanda jet의 행정비가 증가함

에 따라 PPEI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와류 고리와 음의 와

류가 후행 제트를 따라 진행하면서 와류 고리 형성되는 경향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코안다 효과를 활용한 CoVoRT의 설계 변수 변화에

따라 VRT에 비교하여 추진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무인 잠수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전산해석 데이터가 실험에서 활용 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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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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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Thr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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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rtex ring thruster (VRT), which was mimicked the 

propulsive technique of squid and jellyfish, generates thrust by 

contraction motion of the piston. When the VRT contracts, the 

viscosity of the fluid causes a velocity gradient the center of the 

axis and near cylinder walls of the jet, and vortex rings are formed 

at the VRT exit due to the velocity gradient in center of the axis 

and near cylinder wall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vortex ring 

closely related to the propulsion performance of the VRT. The VRT 

that forms such a vortex ring has low noise generation and precise 

maneuverability than propeller propulsion system, so it is mainly 

used as a propulsion device for small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s), but its applications is limited due to low 

propulsion efficiency.

In this study, a Coanda vortex ring thruster (CoVoRT) was 

designed to improve the propulsion performanc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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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e effect of the designed 

CoVoRT on the propulsion performance was considered for 

changing design parameter. 

In order to simulate the propulsion motion of the VRT, the results 

of dynamic mesh technique and setting mass flow boundary 

condition on the piston inle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numerical validation of solver used present study, the CFD results 

of VRT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quantitatively evaluate the propulsion performance of VRT and 

CoVoRT, a propulsion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PPEI) was 

used and dynamic characteristic of vortex rings of VRT and 

CoVoRT were compar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CoVoRT’s 

PPEI was improved by up to 50% compared VRT’s PPEI, and that 

CoVoRT’s vortex ring dynamic characteristic has propulsive 

benefit compared to VRT.

Keywords : Coanda effect, vortex ring thruster, vortex r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penFOAM

Student Number : 2020-20769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선행 연구
	1.3 연구 내용

	2. 문제 정의
	2.1 이론 정립
	2.2 해석 대상 및 계산 영역

	3. 수치 해석 기법
	3.1 해석 솔버
	3.2 경계 조건 및 이산화 기법
	3.3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

	4. 결과 및 토의
	4.1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
	4.2 격자 의존도 시험 및 해석자 검증
	4.2.1 격자 의존도 시험
	4.2.2 해석자 검증 

	4.3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CoVoRT의 성능 해석
	4.3.1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4.3.2 속도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4.3.3 출구 부 길이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4.3.4 행정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4
List of Figures 5
List of Tables 8
1. 서론 9
 1.1 연구 배경 9
 1.2 선행 연구 11
 1.3 연구 내용 17
2. 문제 정의 18
 2.1 이론 정립 18
 2.2 해석 대상 및 계산 영역 20
3. 수치 해석 기법 22
 3.1 해석 솔버 22
 3.2 경계 조건 및 이산화 기법 23
 3.3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 26
4. 결과 및 토의 27
 4.1 피스톤 운동 구현 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 27
 4.2 격자 의존도 시험 및 해석자 검증 31
  4.2.1 격자 의존도 시험 31
  4.2.2 해석자 검증  37
 4.3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CoVoRT의 성능 해석 41
  4.3.1 곡률 반경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41
  4.3.2 속도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47
  4.3.3 출구 부 길이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54
  4.3.4 행정비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 58
5. 결론 65
참고문헌 67
Abstract 6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