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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초공동(Supercavitation)을 이용한 수중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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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고속화에 대한 국내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지

면서 실용화를 위한 응용연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핵심기술로는 초공동을 발생시

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캐비테이터 시스템

(cavitator system), 추력편향(thrust vectoring) 방식을 포

함한 고속 추진시스템(propulsion system), 캐비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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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maturity of the technology for a high speed underwater vehicle using supercavitation 
increase, it is entering the stage of applied research for practical use. In this study, hydrodynamic performance of 
the supercavitating object was evaluated by using a Viscous-Potential based Boundary Element Method(VP-BEM). 
27 models with different shape parameters such as body diameter, length and fore-body shape were considered. 
The process of the supercavity development of each model was simulated, and drag generated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changes in water depth was analyzed.

Key Words : Supercavitation(초공동), Underwater Vehicle(수중 운동체), Design Parameter(설계 파라미터), Boundary 
Element Method(경계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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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어핀을 사용한 고속 운동체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한 유도시스템(guidance 
system)과 배기가스 또는 압축가스를 이용하여 인공적

으로 초공동을 발생시키는 환기공동시스템(ventilation 
syste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수중 운동체 전체

를 덮을 만큼의 충분한 초공동을 발생시켜 물과의 마

찰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캐비테이터

이다.
  그동안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다상유동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수치해석법에

서는 배리어 패널, 재진입 모델 그리고 오픈 웨이크 

모델 등 다양한 공동모델이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으

며[1], 군사적인 목적으로의 연구[2]와 프로펠러에 적용

하는 연구[3]가 진행되었다.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모

형시험을 통해 다양한 형상과 크기의 캐비테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4]와 자연 및 인공 초공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5] 등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제어핀

의 단독 및 캐비테이터와 상호작용[6], 주기적인 유동

장[7], 중력과 캐비테이터의 받음각[8] 등 운동체 제어기

술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공동발달 초기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몸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며, 본 연

구는 공동발달 초기 단계에서 몸체 형상 변화에 따른 

초공동의 발생 특성을 평가하고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점성 경계요소법에 기반한 

수치해석법은 상용 점성 해석법(CFD)에 비해 계산시

간이 매우 짧은 장점이 있어 초기설계에 적합하다. 초
공동 수중 운동체의 설계 파라미터인 운동체 전두부

의 길이, 몸체의 지름 및 길이 등을 변화시키며 총 27
종의 모델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다

양한 수심 조건에서 초공동의 발생 특성과 유체력을 

계산하여 평가 및 초기설계 방향을 설정하였다.

2. VP-BEM 기반 수치 해석법

  본 해석법은 비점성 유동에 기반한 경계요소법을 

사용하여 3차원 축 대칭형 수중 운동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유동을 계산한다. X축이 유동의 방향이며, 수

중 운동체와 캐비테이터 끝단에서 생성된 공동의 형

상은 Fig. 1과 같다. 여기서 ST는 캐비테이터, SC는 초

공동의 영역으로 정의한다.

Fig. 1. Coordinate system

  해석 유동의 지배방정식은 다음 식 (1)의 라플라스 

방정식이며, 경계조건은 다음 식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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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φ는 교란 속도 포텐셜, 은 경계면에서 유

체영역으로 향하는 법선 벡터, Φ는 유동의 전체 속

도 포텐셜, V는 경계면 유동 속도, U∞는 유입 속도

이며, x는 경계면의 위치이다. 또한 f(x,y,t)는 생성된 

공동의 형상 함수이며, p는 공동의 내부압력, pv는 

유체의 증기압이다. 식 (6)은 공동마감 조건으로 tc

는 공동의 두께이고, xT.E..는 공동이 마감되는 위치

이며, 결국 공동은 일정한 길이를 가지면서 닫힘을 

의미한다. 경계면으로 둘러싸인 유동 영역에서 라플

라스 방정식을 충족하는 속도 포텐셜은 Green 정리

를 만족하며, 경계면에 다이폴(dipole)과 소스(source)
를 분포하면 다음 식 (7)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다이폴은 경계면 전체에 분포하고 소스는 공동표면

에 분포시켜 공동의 형상 변화량으로 사용하게 된

다. μ는 다이폴의 세기, q는 소스의 세기, G는 Green 
함수이다.

 



∞
∙




∪




 



    (7)



VP-BEM 기법을 이용한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형상 및 수심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2호(2021년 4월) / 239

  동력학적 경계조건의 식 (5)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공동표면의 접선방향 속도벡터(Vt)의 크기

가 일정하다는 조건으로 표현 가능하며, 공동표면의 

속도 포텐셜은 식 (8)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공동마감 

조건의 식 (6)은 식 (9)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식에서 





는 캐비테이터 끝의 위치이며, 는 공동표면의 

길이, 는 공동의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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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최종 적분방정식인 식 (10)을 

얻을 수 있고, 공동마감 조건을 적용하여 Fig. 2와 같

이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D1, D2, 
D3은 다이폴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 S는 소스

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 c는 공동마감 조건, b
는 유입 속도의 벡터를 의미하며, 이때 x는 미지수로

서 다이폴과 소스의 세기, 그리고 공동표면의 접선 속

도벡터이며 구하고자 하는 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Ahn et al.[9]에 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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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Algebraic form of the discretized integral 

equations

  공동이 발생하여 초공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

체의 일부는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한 부분 공동으로 

덮여있고 나머지 부분은 물과 접촉한다. 이때 항력 성

분은 운동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압력저항과 물

과의 접촉 면적에 비례하는 마찰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수 표면적(wetted surface area)은 공동의 상 경

계면과 몸체의 형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정밀히 계

산할 수 있으며, 공동의 상 경계면과 몸체가 만나는 

지점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접수 표면적에 

각 속도 조건에서 계산되는 평판의 마찰저항을 이용

하여 실제와 유사한 마찰항력을 계산하며, 마찰항력에 

캐비테이터에서 계산되는 압력항력을 더하여 실제 수

중 운동체의 전체항력 예측할 수 있다. 다양한 환경조

건과 몸체 형상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초기설계 단계

에서 효율적인 몸체를 선택할 수 있다.

Fig. 3. Wetted surface area evaluation process

  평판의 마찰저항 계산에 ITTC1957 식 (11)를 사용하

였으며, 항력계수는 식 (12)와 같이 몸체의 직경(DB), 
즉 운동체 정면도면적(frontal area)으로 무차원화 하였

다. 초공동 성능 평가를 위한 캐비테이션수와 레이놀

즈수는 식 (13)과 식 (14)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p∞, 
pv, 




∞
, ρ, ν, LB는 각각 유입 유동장의 압력, 증기압, 

유속, 밀도, 동점성계수, 수중 운동체의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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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운동체의 형상 파라미터와 초공동에 대한 기

호와 설명은 Fig. 4 및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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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sign parameters

Table 1. Symbol and description

Symbol Description

DC Cavitator Diameter

DB Body Diameter

LF Fore-body Length

LB Body Length

DS Supercavity Maximum Diameter

LS Supercavity Length

3. 해석 결과 및 분석

  Fig. 5는 초기 지정된 수중 운동체의 기하학적 형상 

파라미터와 수심, 온도, 물의 증기압 등 운용조건에 

대한 입력값을 기준으로 본 해석의 계산 절차와 몸체 

형상 파라미터 결정 과정을 보여준다. Table 2는 평판

형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공동길이가 [LS/DC = 
5.0]인 경우에 대한 캐비테이션수의 수렴성 평가 결과

를 보여주며, 물과 초공동의 상 경계면에 대한 동력학

적 경계조건에 대한 수렴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10회 반복 계산 이후 상대 백분율 

오차는 0.2 %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운동체의 형상 파라미터의 변

화에 따른 초공동 성능을 평가할 목적으로 몸체의 직

경(DB)과 길이(LB) 그리고 전두부의 길이(LF)를 변화시

켜가며 총 27(33)종의 형상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으

며, Table 3은 계산에 사용한 파라미터의 실제 크기를 

나타내었다. Fig. 6은 Table 2의 형상 파라미터 중 

DB/DC = 3.0, LF/DC = 15.0, LB/DC = 40.0인 경우에 대

해 속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공동의 발

달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공동이 몸체를 덮는 시

점, 즉 초공동 상태로 발달하는 속도는 73.4 m/s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Analysis and design procedure

Table 2. Convergence process of cavitation number

Iteration No.  상대 오차 [%]

1 0.1370 -

2 0.1739 21.191

3 0.1658 4.876

5 0.1492 4.785

10 0.1428 0.197

15 0.1448 0.110

Table 3. Parameter and values

Symbol DC DB LF LB

Dimensional 
[mm]

50

100 500 2,000

125 750 2,250

150 1,000 2,500

  Fig. 7과 8은 해당 모델의 속도 증가에 따른 작용 

항력 값과 캐비테이션수에 따른 항력계수를 보여준다. 
이때 항력은 압력항력과 마찰항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해석법의 전형적인 결과로 나

머지 경우도 동일 계산 과정을 거쳐 공동의 발달 특

성과 함께 작용하는 유체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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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ed drag force

Fig. 8. Predicted drag coefficient

Fig. 9. Legend for Fig. 10~12

  Fig. 10(범례 참조, Fig. 9)은 전체 27종의 형상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항력 계산 결과이다. 공동이 발달하

는 초기 단계, 즉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 영역에서의 

압력항력과 마찰항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는 Fig. 11과 같이 캐비테이션수에 따른 특성과 함께 

비교하면, 형상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항력 특성을 파

악하기에 쉬우며 몸체의 형상 파라미터의 변화가 공

동발달의 초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다. 즉, 공동발달 초기에는 몸체가 길고 전두부의 

길이가 짧을수록 항력계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6. Predicted cavity shape(DB/DC = 3.0, LF/DC = 15.0, LB/DC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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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rag force v.s. velocity

Fig. 11. Drag coefficients v.s. Cavitation number

Fig. 12. Drag coefficient v.s. Reynolds number

  Fig. 12는 동일 결과를 레이놀즈수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속 영역에서 형상 파라미터가 

항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공

동 수중 운동체의 항력 특성은 몸체의 두께 및 길이

에 따라 변화의 경향성이 구분된다. 즉, 몸체의 길이

가 같을 경우, 몸체의 두께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 레

이놀즈수에서 공동이 몸체를 덮게 되어 초공동으로 

성장하고, 이때 전체항력계수가 압력 항력계수로 수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중 운동체는 임무에 따라 다양한 수심 조건에서 

운용된다. 그러나 수심이 깊어지면 유동장의 정수압이 

증가(10 m 당 약 1기압)하여 결과적으로 초공동 발생

이 지연되기 때문에 수심 변화에 따른 초공동의 발달 

특성과 항력 특성, 즉 요구 추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13은 각 수심 조건에서 특정 길

이의 초공동이 발생할 때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압

력항력 결과로, 수심은 1 m 이후 5 m 단위로 60 m까

지 총 13개의 수심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심

이 깊어짐에 따라서 각 항력도 그에 비례하여 선형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동일수준의 

공동 형상 및 길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큰 추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 14는 동일 조건에서의 초공

동 발생에 필요한 속도로, 앞서 확인하였듯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동일 공동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수심 변화와 형상 파라미터의 변화가 항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이기 위하여 27종의 모델 중 Table 4와 

같이 전체항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인 hump의 값이 유

사한 3종의 형상을 선정하였다.

   Table 4. Calculation models for different depth 

conditions

Symbol Model 1 Model 2 Model 3

DC 50 mm 50 mm 50 mm

DB 100 mm 125 mm 150 mm

LF 500 mm 500 mm 500 mm

LB 2,500 mm 2,500 mm 2,250 mm

  Fig. 15~17은 각 모델의 수심 조건과 속도의 변화에 

따른 항력 값이다. hump를 함께 표시(검은색 실선)하
였으며, Table 5에 그 값을 나타내었다. 초공동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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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 직전, 즉 마찰항력이 최대인 지점에서의 총 항

력 값은 수심 60 m에서 1 m 보다 약 6.2에서 6.5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초공동 상태에 이

르기 위해서는 최소 6배 이상의 추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3. Drag forces according to different depths

Fig. 14. Required speed according to different depths

Table 5. Hump drag according to different depths

Depth Model 1 Model 2 Model 3

1 m 5.0 kN 5.2 kN 5.1 kN

10 m 9.1 kN 9.4 kN 9.1 kN

20 m 13.6 kN 14.1 kN 13.6 kN

30 m 18.1 kN 18.7 kN 18.0 kN

40 m 22.6 kN 23.3 kN 22.5 kN

50 m 27.1 kN 28.0 kN 26.9 kN

60 m 31.6 kN 32.6 kN 31.3 kN

Fig. 15. Predicted drag according to different depth 

conditions(Model 1)

Fig. 16. Predicted drag according to different depth 

conditions(Model 2)

Fig. 17. Predicted drag according to different depth 

conditions(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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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실용화 응용연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초기설계 단계에서 다수

의 설계 형상 파라미터에 대한 초공동 성능을 짧은 

시간에 해석하여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점성 유동에 기반한 경계요소법을 적용하여 수중 

운동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형상과 유체력을 계산할 

수 있는 전용 다상유동 해석법을 개발하고, 수중 운동

체의 설계 형상 파라미터 변화 따라 발생하는 초공동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운동체의 전두부 및 몸체

의 지름과 길이의 변화에 따른 초공동 형상과 항력을 

해석하고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27종의 기본 형상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법은 공동의 발달 초

기 단계, 즉 부분적으로 공동이 발생하는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압력항력과 마찰항력을 구분하여 그 특성

을 설계자가 쉽게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캐비테이션

수와 레이놀즈수에 따른 초공동 발달과 형상 정보 및 

항력 특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를 통해 몸체의 형상 파라미터의 변화가 공

동발달의 초기(저속 영역)와 초공동 발생 이후(고속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몸체의 

두께 및 길이에 따라 항력 특성의 경향성이 결정되며, 
특히 몸체의 길이가 같을 경우, 몸체의 두께에 상관없

이 거의 동일 레이놀즈수에서 공동이 몸체를 덮게 되

어 전체항력계수가 압력 항력계수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심 변화가 항력 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였으며,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몸체의 형상 파라미터와 운용 수심 변화에 

따른 초공동 성능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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