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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현상(cavitation)은 액체가 빠른 속도로 운동할 

때 국부적인 압력 변화(증기압 이하로 하강)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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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ercavitation is a phenomenon in which the cavity covers the entire underwater vehic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thermal effect on the cavity characteristics by changing the ventilated gas 
temperature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For this study, a homogeneous mixture model based on the 3D 
Navier-Stokes equation was used. As a phase change model, it is its own code considering both pressure change 
and temperature change. A dimensionless number   was presented to analyze the numerical results, and as the   increased, the cavity length increased by about 3.6 times and the cavity width by about 3.3 times at 393.15 K 
compared to room temperature. Analyzing these thermal effects, it was confirmed that rapid heat exchange and 
heat transfer between the gas phase and the liquid phase occurred at the location where the ventilated gas was 
sprayed, affecting the cavity characteristics.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itial cavity surface becomes 
unstable as the ventilated gas temperature increases, and it can be confirmed based o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at the critical temperature at which the cavity surface becomes unstable is 373.15 K.

Key Words : CFD(전산유체역학), Ventilated Cavitation(환기 공동), Supercavitation(초공동 현상), Hot Temperature Gas
(고온 가스), Cavitator(공동 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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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증기 기포가 발생하는 기화 현상을 의미한다. 발
생한 증기 기포가 기계 부품 등의 벽에 닿으면 부식

이나 소음, 진동을 발생시켜 기계의 성능 저하나 사고

의 위험을 수반한다. 한 가지 예로 응축수 펌프를 들 

수 있다. 응축수 펌프는 액체를 압송할 목적으로 설계

되어 있으며, 액체 압송용 펌프에 기체가 섞이게 되면 

공회전 상태가 되어 압송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응축수

의 압력이 포화증기 압력보다 낮아질 때, 재증발 증기

가 층을 형성하게 되며, 임펠러의 회전이 불안정하게 

되어 발생한 펌프 내의 맥동으로 효율이 저하된다. 또
한 증기의 공동은 응축하며 임펠러와 케이싱에 손상

을 주며 돌발적으로 파손될 수 있다[1]. 이로 인해 공

동현상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자 연구 

상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항력 저감효과라는 공동현

상의 이점을 활용한 초공동(supercavitation) 연구가 국

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공동은 공동이 수중운동체(underwater vehicle) 전

체를 덮는 현상을 말한다. 어떤 수중운동체가 매질 안

에서 운동을 하면 마찰과 저항이 발생하게 되며, 매질

의 밀도가 높을수록 마찰과 저항이 커지게 된다. 매질

이 해수라면 공기의 밀도보다 800배 이상 높으며, 잠

수함이나 어뢰가 수중에서 고속으로 항주하는 데 제

한이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2]. 이러한 초공동현상

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는 러시아에서 개발하여 현재

까지도 운용하고 있는 쉬크발(shkval) 어뢰(torpedo)이
며, 370 km/h의 속도로 진행한다. 기존 어뢰의 평균 

진행속도가 90 km/h 임을 생각한다면 4배 이상 빠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수중에서 고속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어뢰의 프로펠러 형식에서 로켓추진기

관으로 제시되고 발전되어왔다. 현재 초공동 어뢰에 

적용하고 있는 로켓추진기관은 해수 흡입형 로켓추진

기관(water breathing ramjet)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로켓의 추진제에 포함되는 산화제를 외부 

해수를 흡입하여 체함으로써 추진기관의 추진제 량 

비 발생 가능 추력, 즉 비추력(specific impulse)을 크

게 높일 수 있는 로켓 추진기관으로, 공기를 흡입하여 

산화제로 사용하는 램젯(ramjet) 추진기관의 수중 형태

(hydro ramjet)로 볼 수 있다. 해수 흡입형 로켓 추진기

관을 사용할 경우 해수로 인한 로켓엔진 효율 향상, 
증가한 추력 성능으로 인해서 일반 로켓 추진기관보

다 수중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4]. 현재 초공

동 어뢰 기술 수준은 독일의 바라쿠다(barracuda)가 

800 km/h, 한국은 500 km/h에 위치해 있다[5].

  공동이 발달하여 초공동 현상을 이루는 공동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연 공동

(natural cavitation)이다. 자연 공동은 말 그 로 자연적

으로 발생하는 공동을 말한다. 자연 공동으로 초공동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가 요구되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수중운동체의 

앞부분에 인위적인 공동(artificial cavitation) 발생기인 

공동 발생기(cavitator)를 장착함으로써 초공동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도와준다. 공동 발생기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콘(cone), 원판(disk)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원판 형태의 공동 발생기는 자연 공동이 넓

게 생기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반면, 콘 형태는 

자연 공동이 좁게 형성되나 에너지는 적게 소모된다[6].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속도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

에 낮은 속도에서도 초공동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서 

연소 가스나 공기와 같은 비응축가스(non condensable 
gas)를 분사시켜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을 생성

시키고, 이것이 초공동 현상을 이루는 두 번째 공동이

다[7]. 환기 공동을 이용하면 자연 공동으로 초공동 상

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낮은 속도 조건에서 자연 초공

동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초공동 현상에 한 연구나 어뢰에서 분사 

및 환기 공동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러시아

의 쉬크발 어뢰의 경우 로켓의 뜨거운 배기를 앞쪽 

공동 발생기를 통해 분사하고, 독일의 바라쿠다의 경

우 콘 형상의 공동 발생기 뒤쪽에서 분사된다[5].
  초공동 현상은 액상(liquid)과 기상(vapor)이 혼재하는 

다상(multi-phase) 유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한 수치

해석 기법이 필요하다. 표적인 공동현상과 같은 다

상 유동 해석 방법으로 균일 혼상류 모델(homogeneous 
mixture model)을 많이 사용한다. 액상과 기상 사이에 

열역학적, 기계적, 동역학적 평형상태로 가정한 후 혼

상류에 한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

지 방정식을 풀어내기 때문에 액상과 기상에 해 각

각 풀어내는 방법보다 방정식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Kunz 등[8]은 균일 혼상

류 모델과 예조건화(pre-conditioning), 이중 시간 전진 

기법(dual time stepping method)을 사용하여 수중운동

체 부분-초공동 해석기법을 개발하였으나 압축성 효

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Lindau 등[9]은 압축성과 온도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밀도 기반

(density-based)의 압축성 유동해석에 있어 가장 큰 어

려움은 저속 유동에서 특성 속도와 유동 속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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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한 행렬의 강성(stiffness) 문제이다. 이러한 강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oi 등[10]은 속도 기반의 

스케일링 변수를 사용한 예조건화 행렬을 지배방정식

의 시간항에 곱해주었고, Ha 등[11]은 압력 기반의 새

로운 스케일 변수를 제안한 압축성 다상 유동 모델을 

개발했다.
  초공동 현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험에 의해 이루

어졌으나, 전산해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치해석 기

법을 통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Ahn 등[12]은 공동 터

널에서 분사 공기 양에 따른 초공동 실험을 수행했다. 
Fard 등[13]은 원판 공동 발생기를 활용한 수중운동체 

환기 초공동 연구를 실험 및 전산 해석을 동시에 수행

했다. Kim 등[14]은 3차원 나비에-스톡스(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한 자체 전산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중운동체 주위 부분 공동 유동 해석을 수행했고, Ha 
등[15]은 완전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 수중운동체 주위 

자연-분사 공동에 한 다상 유동 전산 해석을 수행했

다. Hoang 등[16]은 자유 유동 온도에 따른 수중운동체 

주위 공동 유동 해석을 수행했다. Salari 등[17], Moghimi 
등[18], Javadpour 등[19]은 수중 터널에서 30도, 45도, 60
도 콘 공동 발생기 형상에 따른 자연/환기 초공동 실

험을 수행했다.
  제시된 선행연구들은 속도, 공동 발생기, 분사 공기

의 양 등에 따른 수중운동체 주위 초공동 실험 및 전

산해석을 진행하였으나, 속도와 분사 공기의 양을 무

한히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공동 발생기

만으로 초공동현상을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온 분사가스에 한 초공동 실험 결과를 

In-house 코드로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이 완료된 코드

를 바탕으로 분사가스 온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공동 

길이와 두께에 미치는 열적 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초공

동 어뢰가 다른 변수와 달리 효과적으로 초공동현상

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2.1 균일 혼상류 모델

  본 연구에서는 다상 유동 초공동현상의 수치해석을 

위해 나비에-스톡스(Navier-Stokes) 방정식 기반의 균일 

혼상류 모델을 사용했다. 여기서 혼상류는 3상으로 액

상, 기상 그리고 비응축가스로 구성된다. 균일 혼상류 

모델의 연속방정식은 각 상이 혼합된 상태로 가정하

여 각 상에 해서 따로 계산된다. 그에 반해 운동량 

보존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각각의 상 경계

에서 열역학적, 동역학적, 기계적 평형 상태로 가정하

여 혼상류에 해 하나의 방정식만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운동

량 보존 방정식(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 에너

지 보존 방정식(energy conservation equation)을 텐서

(tensor)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ontinuity Equation :

   
                     (1)

   
                   (2)

     (3)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 :

     
   (4)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

     
                      (5)

  여기서 하첨자  , , , 은 각각 액상, 기상, 비

응축가스, 혼상(mixture)을 의미하며,  , 는 질량 분

율(mass fraction), 체적 분율(volume fraction)을 의미하

고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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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체적분율은 질량분율과 아래와 같은 상호관계

를 가진다.

    (8)

       (9)

  여기서  , 는 각각 상에 한 체적과 질량을 

나타내며, 는 혼상류의 총 체적(total volume)을 의미

한다. 그리고 ,  , , , , , 는 각각 압력, 혼

상 밀도, 카테시안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에서의 

각 방향 속도, 중력, 전단 응력, 전엔탈피(total enthalpy)

를 의미한다. , 는 공동 모델로서 압력변화로 인

한 상변화,  , 는 비등모델로서 온도변화에 의한 

상변화 질량전달을 의미하고,     는 잠열

에 의한 상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각 방향의 열유속, 
그리고 전엔탈피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20].

 Pr
 Pr

   (10)

        (11)

  여기서 는 혼상류의 온도이며,  , Pr, ,  , 는 정압비열, 프란틀 수, 레이놀즈 수, 혼상류 점성

계수, 난류 점성계수이다. 또한 난류모델은 비정상상

태 혼상류 유동을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잘 예측

하고,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격자 선정 등

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필터 기반  난류모델을 

적용했다[21]. 균일혼상류 모델에서 사용한 여러 변수

들의 보조방정식(auxiliary equation)은 아래와 같다.

        (12)

        (13)

        (14)

Pr  Pr  Pr   Pr  (15)

        (16)

        (17)

  이러한 나비에-스톡스 기반 균일 혼상류 모델의 경

우 방정식의 수를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액

상의 음속, 기상의 음속, 물과 공기의 체적분율이 0.5
인 혼상류의 음속이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수렴성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조건화(pre-conditioning)기법과 

의사 시간(pseudo)을 고려한 이중 시간 전진 기법(dual 
time stepping method)을 적용하여 수렴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식 (1) ~ (5)의 물리적 영역(physical domain)에
서의 표현을 하나의 행렬 벡터로 표현하고 이를 다시 

해석 공간에서 일반화된 곡선 좌표계(generalized 
curvilinear coordinate)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지배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8)

  여기서 는 원시 변수 벡터(primitive variable 

vector), 와  , 는 류 선속 벡터(convective flux 

vector), 와  , 는 점성 선속 벡터(viscous flux 

vector), 는 소스 벡터(source vector)를 의미한다. , 는 자코비안 행렬(flux Jacobian matrix)과 예조건화 

행렬이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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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기서 자코비안 행렬(flux Jacobian matrix)과 예조

건화 행렬에서 와 는 실제 물리적 시간(physical 
time)과 의사 시간(pseudo time)을 의미한다.  ,  , 는 

해석적 영역(computational domain)에서의 좌표를 나타

낸다. 상첨자 ′는 예조건화 계수를 의미하고, 예조건화 

항의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은 시간에 한 매개변수

이므로 이중 시간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는 

예조건화 행렬에 한 시간을 담당한다. 아래 식 (21)
은 예조건화에 의한 관계식이며, 와 ′은 각각 실제 

물리 시간에 한 음속, 의사 시간에 한 음속이다.


′    ′     (21)

  또한 실제 물리 시간에 한 음속과 의사 시간에 

한 음속의 관계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 는 혼상 

밀도에 한 압력의 비 에 기반한 예조건화 기법의 

주요 변수이며, 식 (23)에서 저속 구간의 수렴성 저하

를 보정하기 위해서 값은 1로 부여했다.

        
  (22)

  ′  minmax      (23)

2.2 공동 모델

  공동 모델은 상변화에 따른 질량 전달량을 수학적 

평형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했다. 균일 혼상류 모

델의 경우는 상변화에 의한 질량 전달을 모사하기 위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때, 압력 변화에 의한 모델

링 결과를 공동 모델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간 질량 이동을 수학적 평형하다고 

가정하여 자체 개발한 공동 모델을 사용했다. 연구에 

활용된 공동 모델의 경우 수학적으로 증발(evaporation)
과 응축(condensation)을 동일하게 모델링 하여 물리적

으로 적합한 모델링이고 아래와 같다[22].

  ∞
 minmax

     (24)

  ∞
 minmax

     (25)

  여기서  , , 는 각각 공극분율(void fraction), 밀

도, 국소 압력을, 는 국소 포화 수증기압, ∞는 특

성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 , 는 경험적 스케일 

상수 및 질량 전달 강도 계수, 증발 모델의 완전 활성

화를 결정하는 스케일링 변수이고, 본 연구에서는   
= 1,000,  = 150,  = 0.1로 적용했다.

2.3 상태 방정식

  물과 공기가 혼재하는 압축성 다상 유동에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태 방

정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과 기상에 해

서는 IAPWS-IF97[23]을 사용했다. 비응축가스에 해서

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ideal gas state equation)을 사

용하였고 아래의 식들과 같이 정의되며,  , 는 

각각 기체상수와 비열비를 의미한다.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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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치해석 방법

  예조건화기법과 이중시간전진기법이 적용된 식 (18)
을 수치해석 하기 위해서 암시적 방법(implicit method)
을 사용했다. 실제 물리시간 항은 2차 후방 차분(second 
order accurate backward difference), 의사 시간 항은 1
차 후방 차분(first order accurate backward difference)을 

사용하여 풀었으며, 이산화 된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  (32)

  여기서 는 고유 행렬이며, ADI(alternating direction 
implict) 기법을 잔차(residual)에 사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33)

  류 선속 벡터 항은 Taylor 급수 전개를 사용하여 

선형화(linearization)를 한 후 Upwind Non MUSCL TVD 
기법을 사용하여 이산화를 했다. 또한 점성 선속 벡터 

항은 2차 중앙 차분(second order central difference)을 

사용하여 이산화를 했다. 위의 MUSCL 기법에서 TVD 
(total variation diminishing)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격자에서의 기울기를 아래와 같은 limiter를 사용하여 

제한했다.

  maxmin   ≤ ≤  (34)

3. 수치해석 결과

3.1 해석 대상 및 경계조건

  Fig. 1은 실험 논문[19]에서 수행한 분사 초공동 실험

을 본 연구의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 개략도이다. 
이 실험은 최  40 m/s의 속도를 생성할 수 있는 반

개방형 수중 터널이고, 공동 발생기는 30도, 45도, 60
도 칭 원뿔을 사용했다. 이 공동 발생기 최  직경 

d = 10 mm이고 원뿔 길이는 원뿔 각도에 따라 결정

되며, 본 연구에서는 30도 칭 원뿔 공동 발생기로 

선정했다.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의 경우 Table 1과 같

다. 여기서 Pressure outlet에 해당하는 변수는 정압의 

압력조건이고, 이는 outlet 노드들에 고정값으로 적용

했다. 또한 Mass flow rate는 분사구에서 나오는 분사

가스의 질량 유량, Room temperature는 수중운동체 주

위 물 온도인 초기값, Gas temperature는 수중운동체 

분사구 위치에 해당하는 노드에 경계조건으로 각 온

도에 한 값을 고정값으로 적용했다. 질량분율은 수

중운동체 주위의 Domain을 AL = 1, 분사되는 가스는 

AG = 1로 하여 초기값으로 적용했다.

   Fig. 1. Analysis target schematic diagram and

boundary conditions

Table 1.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Velocity
Inlet

Pressure
Outlet

Gas and 
room 

temperature
Mass flow rate

30 m/s

1 bar 293.15 K
1.025455×10-4

kg/s
34 m/s

37 m/s

  분사가스 분사에 의한 환기 공동의 경우 공동 수 
와 공기공급계수(ventilated gas flux coefficient) 와 

같은 무차원 수로 유동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  (35)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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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와 ∞는 자유 흐름(free-stream)의 압력과 

속도이며, 는 환기 공동 내부 압력, 는 분사가스

의 체적 유량으로 제시된 질량 유량의 단위 변환을 

통해 알 수 있고, 는 공동 발생기의 직경이다. 식 

(35)의 공동 수에서 속도 ∞가 커지거나, 압력차 ∞가 작아지면 공동 수는 감소한다. 여기서 공

동 수가 작아질수록 공동의 길이나 두께가 증가하며, 
이는 공동이 수중운동체 전체를 감싸는 현상인 초공

동현상으로 된다. 보통 공동 수가 0.1 이하인 경우 발

생한다. 또한 Table 1의 조건들로 환기 공동 수와 공

기공급계수를 구한 값을 Table 2에 정리했다. 여기서 

수치해석 검증의 중요한 결과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공동 길이는 공동이 수중운동체를 덮는 X 방향의 길

이이고, 공동 두께는 공동이 수중운동체를 덮는 Y 방

향의 길이이다.

Table 2. Ventilated cavitation number and ventilated 

gas flux coefficient

Velocity
Inlet

Ventilated
cavitation number

Ventilated gas flux 
coefficient

30 m/s 0.2 0.02837

34 m/s 0.17 0.02503

37 m/s 0.154 0.023

3.2 격자 민감도 검사

  격자의 민감도 검사를 위해 정렬 격자 기반의 Coarse 
Mesh(GRID1)부터 Fine Mesh(GRID3)까지 구성하여 총 

격자수를 Table 3에 기술했다. i 방향과 j 방향의 노드 

수를 GRID1부터 GRID3까지 25 % 비율로 증가시켰으

며, k 방향의 노드 수는 3으로 고정했다. 벽 근처의 

최소 격자 크기 는 Clustered Size를 부여해 구성하

였는데, 이는 Phan 등[16]의 유입되는 유체의 온도에 

따른 수중운동체 자연 공동현상 수치해석에서 경험적

으로 얻어진 0.005D를 참고했다. 격자 구성은 Fig. 2와 

Fig. 3과 같이 전체 360도에서 5도 만큼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Block을 4개로 나누어서 Multi-block으로 구

성하여 3D 축 칭(3D axisymmetric)으로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또한 Table 1의 34 m/s Case에 해 경계조

건과 초기값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격자 민감도 

검사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고, 시간에 따른 공동 

길이를 나타낸다. 공동 길이는 액상의 체적분율이 0.5
보다 작을 때 측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동

이 끊어지거나 비연속적인 공동의 경우는 측정에서 

제외했다. 그래프에 실험에서 측정한 값, 즉 목표 값

을 검정색 점선으로 강조했다. GRID1은 다른 GRID에 

비해 공동 성장이 강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GRID2, 3
에서는 목표 공동 길이의 5 % 이내 오차 값에 도달

하였고, 시간에 따른 공동 성장에서 큰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ID1은 적절하지 않은 것

으로 판정되고, GRID2, 3에서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므

로 시간과 계산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GRID2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본 수치해석을 진행했다.

Table 3. Number of grids for grid sensitivity test

Division Total number of grids

GRID1 127,680

GRID2 199,500

GRID3 284,232

Fig. 2. Grid construction

Fig. 3. Multi-block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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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avity length sensitivity change for each 

grating with time

Fig. 5. Qualitative comparison of cavity length as a 

function of speed

3.3 수치해석 검증

  격자의 민감도 검사를 통해 얻은 GRID2 격자에서 

Table 1의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총 3개의 Case에 

해서 공동 길이 및 공동 두께를 실험 결과와 정성적, 
정량적 비교를 함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In-house 
해석 코드를 검증했다. 공동 길이와 공동 두께 측정 

기준은 액상의 체적분율이 0.5보다 작을 때 측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수치해석의 Time Step은 CFL 수

에 의해 조절되고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CFL = 0.5
로 적용했다. Fig. 5는 공동이 안정화 된 순간의 공동 

길이와 두께 그림이며, 그림에서와 같이 유입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했다. 또한 정략적 비교 Fig. 6과 

   Fig. 6. Quantitative comparison of cavity length 

according to inflow velocity

   Fig. 7. Quantitative comparison of cavity width 

according to inflow rate

Fig. 7을 보면 수치해석 검증 Case들이 체적으로 실

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공동 길이는 

실험값과 최  4.1 % 이내, 공동 두께는 최  3.7 %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Fig. 8~10은 재진입 유동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압력,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내부의 -X 방향



분사가스 온도에 따른 수중운동체 주위 초공동 특성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5권 제5호(2022년 10월) / 495

의 속도 성분과 외부의 +X 방향의 속도 성분에 의해 

순환이 발생하고, 빠른 속도의 재진입 유동으로 인해 

재진입 지점에 압력이 높아지고, -X 방향으로의 속도

가 빨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유선의 방향 

역시 재진입 유동 발생 지점에서 공동 내부로 들어가

는 -X 방향의 속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입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진입 유동이 발

생하는 지점이 공동 발생기에서 멀어진다는 것과 발

생 지점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해석 영역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증가될수록 

주위 유동장의 속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고, 각 속도

에서 공동을 타고 가속되어 재진입 유동지점 유입된

다. 또한 유속이 높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

는 상태에서 수중운동체 재진입 유동 발생 지점을 더 

강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

Fig. 8. Re-entrant jet at 30 m/s

Fig. 9. Re-entrant jet at 34 m/s

Fig. 10. Re-entrant jet at 37 m/s

3.4 분사가스 온도에 따른 초공동현상

  분사가스의 온도에 따른 공동 길이 및 두께 등의 특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격자 민감도 검사와 수치해석 

검증을 마친 U = 34 m/s의 Case에 해서 분사가스 

온도를 바꿔가면서 공동 특성을 분석했다. 기존 실험

에서는 분사가스 온도와 유입 유체(물)의 온도는 상온

(20 ℃, 293.15 K)이다. 여기서 분사가스의 온도를 50 ℃ 
(323.15 K), 80 ℃(353.15 K), 100 ℃(373.15 K), 120 ℃
(393.15 K)로 증가시켜가면서 공동 특성을 비교했다.
  Fig. 11은 서로 다른 분사가스 온도 조건에 따른 공

동 길이 및 두께 등의 특성 변화에 한 수치해석 결

과이다. 분사가스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공동의 길이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

으로 353.15 K에서 373.15 K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373.15 K이 

물의 비등점과 같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의 비

등점과 같은 온도로 분사하면 초기 분사구 주위에서 

액상에서 기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

는 뒤쪽 공동 생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Fig. 
12는 온도에 따라 공동 내부에서 어떤 온도 분포를 

가지는지에 한 온도 분포이며, 레전드의 범위는 상

온의 온도(293.15 K)부터 물의 비등점(373.15 K)까지로 

지정했다. 여기서 분사가스 온도가 분사구 주변부에만 

상당한 온도 변화가 존재하고, 그 이후 공동 내부에서

는 상온의 온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온의 물과 각기 다른 분사 온도가 분사된 

직후 급격한 열교환 때문에 공기 분사구 주변부에만 

온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그래프화한 

것이 Fig. 13과 Fig. 14이며, Y 축은 공동 길이와 두께

를 공동 발생기 지름으로 나눠주고 X 축도 마찬가지

로 식 (37)처럼 온도에 따른 분사가스를 상온의 분사

가스로 나누어줘서 무차원화 했다. 그 결과 상온 온도

(293.15 K) 비 393.15 K에서 공동 길이는 약 3.6배 

이상, 공동 두께는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의 점선은 해석 영역의 한계 때문에 

293.15 K, 323.15 K, 353.15 K 3개의 데이터를 로그 

스케일로 보간하여 373.15 K, 393.15 K에서의 공동 길

이를 예측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총 4 가지 서로 다른 

분사가스에 따른 초공동 길이 및 두께를 정성적으로 

비교한 것이 Fig. 15이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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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Comparison of cav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ventilated gas temperature

   Fig. 12.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ventilated gas temperature

  Fig. 13. Cavity length change with dimensionless 

number()

   Fig. 14. Cavity width change with dimensionless  

number()

   Fig. 15. Comparison of cavity length and width 

according to ventilated gas temperature

  이러한 분사가스 온도에 따른 초공동현상 수치해석 

결과를 식 (38)처럼 무차원 수()를 구하여 추가적

으로 공동 길이 및 두께의 변화를 비교했다. 여기서 은 상온(293.15 K) 질량 유량, 는 밀도, 는 분사

구 면적, 는 분사 속도를 의미하며 만 온도에 따

른 변수이고 나머지는 고정값이다. Table 4는 온도에 

따른 밀도 및 을 정량적으로 구한 값이다.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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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ig. 17은 무차원 수 에 따른 무차원화 된 공동 

길이 및 두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38)

Table 4. Density and dimensionless number()

Temperature Density 
293.15 K 1.205 kg/m3 1.0000

323.15 K 1.097 kg/m3 0.9104

353.15 K 1.000 kg/m3 0.8299

373.15 K 0.946 kg/m3 0.7851

393.15 K 0.898 kg/m3 0.7452

  Fig. 16. Cavity length change with dimensionless 

number()

   Fig. 17. Cavity width change with dimensionless 

number()

3.5 분사가스 온도가 공동 특성에 미치는 열적 효과

  비응축 가스의 물리적 속성은 분사가스 온도에 따

라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분

자 사이의 거리 변화로 인한 밀도 변화는 환기 공동 

유동의 구조 및 수중운동체의 유체역학 특성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Fig. 18은 수중운동체 벽 부근의 온도 변화 곡선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4 가지 다른 분사가스 온도에서 

분사구 주변에 상당한 온도 변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분사구 위치 이후에는 벽 근처 온

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기상과 액상의 열교환

과 열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분사가스 온도

의 영향을 받는 부위는 분사구 주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Zhang 등[24]은 고온의 가

스를 하나의 포트를 통해 분사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2,000 K
의 연소 가스가 수중으로 나오게 되면서 급격한 온도 

강하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온의 분사가

스가 수중에 분사되면 기상과 액상 사이의 빠른 열교

환과 열전달을 바탕으로 수중운동체 초기 전면 부분

의 공동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뒤쪽 공동 특

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사가스 온도가 공동 특성에 미치는 또 다른 열

적 효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4 가지 Case 외

에 추가적으로 363.15 K에 해 추가 해석을 수행했

다. 이는 물의 비등점 아래인 353.15 K과 363.15 K에

서 어떠한 경향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Fig. 19에서처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공동 표

면이 불안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Nguyen 등[25]

이 수행한 쉬크발 형상의 고온 분사가스와 후미부 

연소 가스를 고려한 수치해석에서도 분사가스 온도

가 올라감으로써 공동 표면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중운동체 뒤쪽 공동 특성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373.15 K, 393.15 K 경우에서 초기 공동 표면이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 표면이 불

안정해지는 임계온도는 Fig.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373.15 K이며, 그 아래 온도인 363.15 K에서는 확

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사가스 온도가 공동 특성

에 미치는 열적 효과는 실험이나 추가적인 연구로 

더 정확한 물리적 거동의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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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hange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wall distance

 Fig. 19. Initial cavity creation and surface shape 

comparison by ventilated gas temperatu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avier-Stokes 방정식 기반의 균일 혼

상류 모델을 사용한 In-house 코드를 활용하여 환기 

공동을 포함하는 초공동 및 다상 유동 해석을 수행했

고, 이를 바탕으로 초공동현상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

한 변수 중에서 분사가스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공동 

길이 및 두께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했

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 및 결론을 정리하고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1) 공동 주기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재진입 유동에 

해 분석한 결과 재진입 유동으로 인해 공동 내부

는 불안정해지고, 내부의 -X 방향의 속도 성분과 

외부의 +X 방향의 속도 성분에 의해 순환이 발생

하여 와류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른 속도의 재진입 유동으로 인해 재진입 지점에 

압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와류 및 순환 유동으

로 공동 이탈이 발생하게 되어 완전히 떨어져 나

가는 공동 붕괴로 이어진다. 이후 -X 방향의 속도 

성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동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X 방향의 해석 영역 한계로 상온 비 393.15 K

(무차원 수 이 증가할수록)에서 약 3.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데이터 간의 오차

가 가장 작은 Log 스케일로 보간한 결과 약 4.8배 

증가했다. Y 방향의 해석 영역은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고, 공동 두께가 약 3.3배 증가했다.
(3) 4 가지 다른 분사가스 온도에서 분사구 주변에 상

당한 온도 변화가 존재하게 되고, 분사구 위치 이

후에는 벽 근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

서 분사가스가 분사되는 위치에서 기상과 액상 사

이의 빠른 열교환과 열전달이 일어나고, 이는 수

중운동체 초기 전면 부분의 공동 생성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이는 다시 뒤쪽 공동 특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분사가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공동 표면이 

불안정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중운동

체 뒤쪽 공동 특성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73.15 K, 
393.15 K 경우에서 초기 공동 표면이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동 표면이 불안정해

지는 임계온도는 373.15 K이다.

후        기

  이 과제는 부산 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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