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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및 잠수함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은 프로

펠러의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며 변동압력 증가로 인한 승선감 

감소와 프로펠러 침식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선박의 추진

기와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소음은 수중 생물들에게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국제법으로 선박의 소음을 규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상함정 및 잠수함의 측면에서 캐

비테이션 소음은 작전 중 함정의 기밀성을 손상시키는 큰 원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모형시험이나 수치해

석을 통해 캐비테이션 발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Ahn et al., 2001; Seol 

et al., 2004; Lee et al., 2007; Choi et al., 2007; Lee et al., 2010b; 

Kang et al., 2014). 

일반적으로 실선 프로펠러에서는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

션(Tip vortex cavitation)이 가장 먼저 발생한다. 이때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강한 보오텍스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매우 낮은 압력장

으로 인해 캐비테이션이 생기고, 이후 소음이 급증하여 주 소음

원이 된다(Lee et al. 2010a). 특히, 생존성이 중요한 함정이나 잠

수함의 경우 날개 끝 캐비테이션 방사소음을 제어하고 캐비테이

션 초생속도(Cavitation inception speed)를 높이기 위한 실험 및 수

치 해석적 연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

이션에 집중한 관련된 연구들의 예로서, 소음해석을 포함한 수치 

해석적 연구가 Park(2004)과 Park et al.(2006)에 의해 수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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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Lee et al.(2010a)에 의

해 수행된 바 있다. Arndt et al.(1991)과 Peng et al.(2017)은 타원형 

수중익(Elliptic hydrofoil)에 대한 날개 끝 보오텍스의 물리적 특성

과 캐비테이션 현상을 실험으로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형 수중익에서 발생하는 날개 끝 보오텍

스와 캐비테이션 연구를 위해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수치해석 

기법은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법에 한정하고 대

상 유동의 평균 특성(Mean property)을 해석하 다. 연구의 내용

은 주로 날개 끝 보오텍스의 해석 정도를 높이기 위한 격자계

와 난류모형의 의존성을 검토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이용한 수

치해석 검증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 실험과 수치해석 연구들에

서 알려진 수중익 날개 끝 보오텍스와 캐비테이션의 물리적 특

성들을 바탕으로 본 CFD 해석 결과들의 물리적 타당성을 검토

하고 논의하 다.

2. 수치 해석 방법

본 논문의 모든 수치해석은 범용프로그램 STAR-CCM+ (Siemens, 

2016)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관련된 수치해석 기법을 간략히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은 완전히 발달된 난류 유동(Turbulent 

flow)으로 가정하여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보존 방정식인 RANS 

방정식이 유동의 지배방정식이 된다. 지배방정식의 해는 유한체

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구해지며 시간 적분 및 공간에 

대해 2차 정도의 수치 이산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비압축

성 유동 해석 시 요구되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을 연성하는 방법

으로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방

법을 이용하 다. 

난류모형은 Realizable k-ε모형(이하 RKE)과 Reynolds stress 

model(이하 RSM)을 각각 도입하고 수치해석 결과에서 이들의 

결과들을 서로 비교하 다. 여기서, RKE 난류모형은 RANS 방

정식에 나타나는 Reynolds응력(Stress)항을 평균유속의 구배와 

Reynolds응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Boussinesq가설을 도입하여 난

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와 난류소산율(Turbulence 

dissipation rate)의 2개의 방정식에서 와점성모델(Eddy viscosity 

model)로 처리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반면, RSM 난류모형은 

상기 2개의 난류방정식과 함께 Reynolds응력항을 7개의 수송방

정식으로 모델링하여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비등방성

의 복잡한 유동 해석에 적합하다.

수중익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현

상은 단순화된 Rayleight-Plesset방정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auer 

(2000)가 제시한 캐비테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여기

서, 캐비테이션 유동을 해석할 경우 고려해야 할 이상유동(Two- 

phase flow)은 VOF(Volume-of-fluid)법을 이용하여 처리된다. 

3. 수치 해석 결과

3.1 타원형 수중익 및 해석조건

본 논문의 수치해석 대상이 되는 수중익은 날개 끝 캐비테이션 

연구를 위해 Arndt et al.(1991)가 실험한 NACA(National Advisory 

Fig. 1 NACA 662-415 section

Fig. 2 NACA 662-415 Elliptic hydrofoil

Committee for Aeronautics) 662-415 날개 단면의 반타원형 수중

익이다. 수중익의 단면 형상과 수중익의 주요 치수를 기입한 3

차원 형상은 각각 Fig. 1과 Fig. 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좌표계는 수중익의 코드길이(Chord length,  ) 방

향을 , 수중익의 압력면(Pressure side)을 양의 축 그리고 중력 

작용의 반대 방향을 양의 축으로 두었다. 수중익 바닥면의 코

드길이는 0.081m이며 스팬길이(Span length, )는 0.095m이다. 

캠버(Camber)가 있는 본 날개 단면의 입사각(Angle of attack)은 

양력이 인 입사각이 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NACA 662-415 단면의 양력이 인 입사각은 이론값의 

약 75%인 실험을 통해 얻어진  -2.5°값을 사용하 다(Arndt et 

al., 1991). 본 논문에서 계산된 수치해석 조건은 Table 1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해석조건 Case 1과 Case 2는 수중익 날개 끝

의 국부유동에 대한 해석조건이며, Case 3은 날개 끝 캐비테이

션을 해석하기 위한 조건이다. 표에서 은 수중익의 코드길이

에 대한 Reynolds수, ∞는 유입 경계면에서 유속을 나타내고 

는 캐비테이션수로서 다음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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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conditions for non-cavitating and cavitating flows

Case 1 Case 2 Case 3

 5.2×105 4.7×104 5.3×105

∞ [m/s] 6.50 0.59 6.62

 12° 12° 9.5°

 - - 1.15

Fig. 3 Flow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s

여기서, 와 는 수중익 주위 유체의 압력과 주어진 온도에 

대한 증기압력(Vapour pressure)을 각각 나타내고 는 유체의 밀

도이다.

수치해석은 실험과 같은 조건의 유동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때 유동장은 Fig. 3과 같이 한 변이 0.19m인 정사각 단면을 가

지며 총 길이는 날개 중심에서 상류 방향으로 0.3125m, 하류 방

향으로 0.9375m이다. 여기서, 유동장의 상류 경계면은 유속유입

조건(Velocity inlet), 하류 경계면은 압력유출조건(Pressure　outlet), 

측면 및 상하면 그리고 수중익은 고체 경계면(Solid wall)조건을 

적용하 다. 유동장 내 밀도(Density)는 =998.261 kg/m3, 운동학

적 점성계수(Kinematic viscosity)는 =1.01×10-6 m2/s이다.

수치해석은 Table 2와 같이 총 세 가지 격자계에서 수행되었

으며 가장 조밀한 격자계(Fine grid)의 격자수를 약 10.0백만(M)

개로 두고 격자 간 약 2배의 격자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 다. 

중간 격자계(Medium grid)의 격자수는 약 5.0M개, 가장 성긴 격

자계(Coarse grid)는 2.5M개이다. 세 가지 격자계 모두 동일하게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까지의 무차원 거리 ≈1을 유지하도록 

설정하 다. 한편, 날개 끝 보오텍스 거동해석에 있어 보오텍스 

주위 격자 요소의 크기(Grid cell size)가 충분히 작지 않을 경우, 

사용한 수치 이산화 기법과 난류모형의 오차들의 향과 함께 

보오텍스의 발달과 하류로 전파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Kim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Fig. 4

와 같이 날개 끝에서부터 날개 끝 보오텍스 발생 역을 따라 

다른 역보다 좀 더 조밀하게 등간격의 격자를 좌표계 모든 

방향으로 집중하 다. 이러한 격자의 집중은 사전 해석을 통해 

Table 2 Grid characteristics

No. of grids 
Grid cell size around 

tip vortex

Coarse grid 2.5M 1 0.28 mm

Medium grid 5.0M 1 0.20 mm

Fine grid 10.0M 1 0.15 mm

(a) Surface grid and grid adaptation

(b) Grid refinement around tip vortex

Fig. 4 Grid characteristics around the elliptic hydrofoil

날개 끝 보오텍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동장 하류 방향으로 격

자 집중 역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날개 끝 보오텍스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격자 요소의 크기는 Table 2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3.2 타원형 수중익 후류 국부유동 해석

본 절에서는 난류모형과 격자계가 타원형 수중익 날개 끝에

서 발생하는 보오텍스 거동 변화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고 실

험에서 계측된 평균유속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소개한

다. 더불어 알려진 수중익 후류의 자유 전단 회전유동(Free 

shear vortical flow)에 대한 본 수치해석 결과의 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 다. 대상 타원형 수중익 날개 끝 국부유동에 대한 수치

해석은 앞서 Table 2에 나타낸 Case 1과 Case 2의 Reynolds수에

서 계산되었으며, 유입 유속은 각각 6.50m/s와 0.59m/s이다. 유

효 입사각은 12°로 동일하며 Case 1의 경우 RSM과 RKE 난류모

델을 사용하여 비교하 고, Case 2의 경우 가장 조밀한 격자계

에 대해 RSM 난류모형만으로 해석하 다.

Fig. 5는 대상 수중익의 압력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날개 끝

에서 하류 방향으로 날개 끝 보오텍스를 따라 후처리를 위해 

위치시킨 제한된 폭과 높이의 단면들 내 와도의 크기(Vorticity 

magnitud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가장 조밀한 격자계의 결

과를 비교하고 있다. RKE 난류모형의 결과는 수중익의 하류로 

가면서 보오텍스 중심(Vortex core) 역의 와도의 크기가 점차

로 감소하고 더 먼 하류에서 중심 위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강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주류(Main flow)와의 상호작용으로 주

위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RSM 난류모형은 수중익 하류 멀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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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KE

(b) RSM

Fig. 5 Comparison of vorticity magnitude

지 와도의 높은 값을 가지는 역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와 Fig. 7은 같은 단면들에서 주류 방향인 방향 유속

()과 방향 유속() 분포를 각각 비교하고 있다.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가 수중익의 뒷날(Trailing edge)에서 발생한 

2차 유동들과 상호작용하며 하류로 흘러가는 현상을 볼 수 있

다. 앞서 와도 강도와 마찬가지로 수중익 하류에서 RKE 난류모

형으로 얻은 두 유속 분포는 보오텍스 중심 주위로 다소 확산

되어 있고 유속의 크기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날개 끝 

보오텍스 흐름의 특징 중 하나로 보오텍스 내부에서 주류인 

축 방향의 유속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Ragab and Sreedhar, 

1995; Zeman, 1995). 이러한 축방향 속도손실(Velocity deficit)은 

Fig. 6(b)의 RSM의 결과와 같이 날개 끝 보오텍스가 발달될 때 

날개 끝에서부터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류가 수중익 날개 끝을 지나면서 그 교란으로 발달되는 회전유

동이 점차 하류로 흐르면서 회전이 강하고 안정된 날개 끝 보

오텍스를 완전히 발달시킬 때까지 축방향 속도손실도 같은 과

정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수중익 하류로 흘러가는 안

정화된 날개 끝 보오텍스를 따라 그 중심에서 축방향 속도손실

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Ragab and Sreedhar, 1995). RKE 난류

모형의 결과는 속도손실이 날개 끝에서 바로 발생하고 있고 하

류로 가면서 속도손실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축 방향 

속도분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오텍스의 반경이 증가하는 수

치 확산이 다소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날개 끝 보오

텍스 내 속도손실은 다음 식으로 정의한다. 

(a) RKE

(b) RSM

Fig. 6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

(a) RKE

(b) RSM

Fig. 7 Comparison of vertical velo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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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Fig. 8은 1.0인 위치에서 값을 비교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난류모형의 차이와 격자 해상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여기서, 값이 크면 속도손실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Fig. 2에 나타낸 좌표계 정의에 의해 그림의 음의 축은 흡입면

(Suction side)이며 그 반대는 압력면이다. 격자 해상도의 향을 

살펴볼 때, 날개 끝 보오텍스의 반경 크기는 RSM 난류모형을 

사용한 세 가지 격자계의 결과에서 비슷하게 예측되나 격자수

가 작은 격자계들에서 속도손실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rndt et al.(1991)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날개 끝 보오텍

스 내 속도손실을 계측하지 않아 비교를 못하 지만, NACA0012 

날개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Wells(2009)의 연

구결과를 참조할 때 본 수치해석 결과에서 보이는 물리적 현상

이 타당한 것을 확인하 다.

Fig. 9에서는 수중익 중심에서부터 1.0인 위치에서 보오텍

스 중심 주위 방향의 속도분포를 실험 계측결과와 비교하고 

Fig. 8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deficit

Fig. 9 Comparison of vertical velocity profile

(a) RKE

(b) RSM
Fig. 10 Comparison of turbulent kinetic energy

있다. 이후, 실험은 EXP(Experiment)로 표기하 다. Fig. 8의 속

도손실의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림에서 흡입면의 방향

의 유속의 크기가 더 큰 유동의 비대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RKE의 결과는 실험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RSM 난류모형은 세 가지 격자계에서 유동의 

비대칭성 및 유속의 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치를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속도분포의 최대값과 

최소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류모형의 사용과 함께 격자 해

상도를 더 증가시키고 2차 이상의 고차 이산화 기법을 사용해

야 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 동향을 통해 알 수 있었다(Dacles- 

Mariani, 1999; Egolf, 2000; Wells, 2009). 

Fig. 5에서부터 설명되고 있는 타원형 수중익의 날개 끝 보오

텍스 유동에 대한 난류모형의 차이의 원인은 Fig. 10에 나타낸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 분포로 설명될 수 있

다. Zeman(1995)과 Devenport et al.(1996)은 회전이 안정화된 날

개 끝 보오텍스가 완전히 발달될 때 보오텍스 내부는 난류생성

률(Turbulence production rate)이 거의 에 가깝고 난류에너지가 

주위보다 낮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현상을 보오

텍스 내부 유동의 층류화(Laminarization)로 설명하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RKE 모형의 경우 날개 끝 보오텍스 중

심 역의 난류에너지가 주위보다 오히려 매우 큰 값을 보여주

고 있으며, RSM의 결과는 날개 끝에서 하류 방향으로 보오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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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id and turbulence model dependencies

(b) Reynolds number dependency

Fig. 11 Comparison of angular momentum profile

내부에서 난류에너지 값이 상기 저자들의 연구와 같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RKE 난류모형은 유동의 변형률(Strain rate)이 커

지는 역에서 난류생성을 과도하게 예측하여 난류에너지를 높이

는 단점이 있다. 또한, RKE 모형에서는 높아진 난류에너지가 유체

의 점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난류점성(Turbulent viscosity)의 형태

로 유동의 운동량 변화에 향을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오텍

스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수치감쇠의 향으로 나타난다.

Fig. 11(a)은 난류모형 및 세 가지 격자에 따른 1.0인 위치

에서 날개 끝 보오텍스 중심에 대한 유동의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을 실험결과와 비교하고 있다. 주어진 반경들에서 이 

값을 원주 방향으로 적분할 경우 날개의 순환(Circulation) 분포

를 얻을 수 있다. RSM 난류모형의 세 가지 격자계에 대해서는 

실험결과와 모두 비슷한 일치를 보이고 RKE의 결과는 보오텍

스 중심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1(b)는Reynolds수 변화에 

따른 각운동량 분포를 실험결과와 각각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수치해석 결과는 RSM 난류모형과 가장 조밀한 격자계를 사용

한 결과이다. 수치해석 결과는 각각의 Reynolds수에 대한 실험

Fig. 12 Comparison of tip vortex trajectory

결과들과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본 비교는 수중익 

후류의 보오텍스 감김(Vortex roll-up) 현상이 점성의 향을 크

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날개의 총 순환 값은 높은 

Reynolds수에서 크며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발생의 

Reynolds수 의존성에 대한 암시를 보여준다(Arndt et al., 1991).

Fig. 12는 Reynolds수 및 타원형 수중익 입사각 변화 그리고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고려한 수중익 하류의 보오텍스 

궤적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5.3×105 그리고 입사각 9.5°는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궤적을 나

타낸다. 그리고 그림의 비교는 축을 보다 2.5배 크게 확대하

여 비교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날개 끝 보오텍스 궤

적은 Reynolds수와 입사각 변화 그리고 캐비테이션 발생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Krasny, 1987; Arndt et al., 

1991). 본 수치해석 결과들도 동일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

며 실험결과와 좋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3.3 타원형 수중익의 날개 끝 캐비테이션 해석

본 절에서는 대상 타원형 수중익의 날개 끝 캐비테이션에 대

한 수치해석 결과를 소개한다. 수치해석은 Arndt et al.(1991)의 

실험 조건을 따라 유속 6.62m/s의 Reynolds수 5.3×105 그리고 입

사각   9.5°인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때 캐비테이션수 

0.58의 조건이다. 수치격자는 앞서 설명한 동일한 세 가지 격자

계를 사용하고 RSM 난류모형과 RKE 난류모형의 결과를 비교

하 다. 

Fig. 13은 실험에서 관찰된 캐비테이션과 가장 조밀한 격자계

를 사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두 가지 난류모형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수치해석 결과의 캐비테이션은 증기 체적분율

(Vapour volume fraction) 0.5의 값으로 그려졌다. 수치해석 결과

에서 실험과 비슷한 위치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수중익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캐비테이션의 궤

적은 앞서 Fig. 12에서 실험과 비교한 결과와 동일하다. RKE 난

류모형의 결과는 실험과 RSM 모형의 결과와는 달리 캐비테이

션이 수중익 하류로 멀리 전파되지 못하고 짧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날개 끝 보오텍스 유동의 전파에 대한 난류모

형의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KE 모형의 과도한 난류점성

으로 인한 수치감쇠 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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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 (Arndt et al., 1991)

(b) RKE

(c) RSM

Fig. 13 Comparison of tip vortex cavitation

실험과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여주는 RSM 난류모형의 격자계 

의존성은 Fig. 14에 나타내었다. 가장 성긴 격자계에서 캐비테

이션은 수중익 뒷날 위치 정도에서 끝나고 있고, 중간 격자계에

서는 수중익 뒷날에서 코드길이 1배 정도 그리고 가장 조밀한 

격자계에서는 코드길이 2배 이상까지 캐비테이션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수중익 하류의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해석 

정도는 캐비테이션 유동소음 해석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Fig. 15는 조밀한 격자계에서 해석된 타원형 수중익의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과 그 주위 압력계수 분포를 난류모형

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은 앞 절

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살펴본 난류모형의 

특성대로 해석된 각각의 보오텍스 내부의 낮은 압력 역을 따

라 발생하고 있다. Arndt et al.(1991)의 실험에 의하면 Case 1과 

Case 2의 Reynolds수 조건에 해당하는 날개 끝 보오텍스 중심의 

(a) Coarse grid

(b) Medium grid

(c) Fine grid

Fig. 14 Grid dependency on tip vortex cavitation computations

회전수는 각각 96,000rpm(Revolution per minute)과 220,000rpm이

며, 이러한 빠른 회전유동으로 인해 보오텍스 내부가 주위보다 

낮은 압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ig. 16은 타원형 수중익의 날개 끝 주위 흡입면과 압력면을 

확대하여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이 시작되는 역을 각

각 보여주고 있다. 타원형 수중익이라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수중익 표면에서 캐비테이션의 시작은 수중익의 앞날(Leading 

edge)에서 날개 끝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관찰된다. 그림에서 

캐비테이션은 날개 끝 주위 표면 압력이 낮은 역이며 여기서

압력면과 흡입면 유속의 차이로 날개 끝 보오텍스가 시작되어 

이후 하류로 대류되는 곳으로 판단된다. 

Fig. 17은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과 그 주위의 ,  그

리고 방향 유속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17(a)의 축 방향 

속도 분포의 경우 수중익 날개 끝에 가까운 역에서 날개 끝 

보오텍스가 발달되면서 그 내부의 축 방향 유속이 손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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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KE

(b) RSM

Fig. 15 Comparison of tip vortex cavitation with pressure coefficient

(a) Suction side

(b) Pressure side

Fig. 16 Close views of tip vortex cavitation with the pressure on 

the hydrofoil surface

(a) -velocity ()

(b) -velocity ()

(c) -velocity ()

Fig. 17 Velocity components with tip vortex cavitation near the tip

과정을 볼 수 있다. 와 방향 유속 분포에서는 주류가 날개 끝

을 통과하면서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회전유동이 발달되어 수

중익 표면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수중익의 뒷날에서 발달되는 2

차 유동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Fig. 

12에서 날개 끝 보오텍스의 궤적이 Reynolds수와 입사각 변화 

그리고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향에 크게 의존적이

지 않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발

생으로 주위 유동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ACA 662-415단면의 타원형 수중익에서 발생

하는 날개 끝 보오텍스와 캐비테이션 연구를 위해 RANS법을 

이용한 CFD 해석 결과를 소개하 다. 

수치해석을 통해 수중익 하류로 흘러가는 좁은 반경의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오텍스 

주위 격자 해상도를 높이고 격자 집중 역을 하류방향으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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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보다 정확한 날개 끝 보오텍스 

유동의 예측을 위해서는 2차 정확도의 수치 이산화 기법을 사

용한 본 논문과는 달리 격자 해상도를 더 증가시키고 보다 높

은 차수의 이산화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치해석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성긴 

격자계에서 유동의 해상도가 좋은 고차 난류모형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연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Wells, 2009).

RKE 난류모형은 날개 끝 보오텍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난

류생성을 과도하게 예측하여 보오텍스 내 난류점성에 의한 운

동량 변화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하여 수중익 하류로 갈수

록 보오텍스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수치감쇠 현상이 두드러졌다. 

RSM 난류모형의 결과는 날개 끝 보오텍스가 완전히 발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층류화 현상으로, 보오텍스 중심부

의 축방향 속도손실과 유속변화 그리고 보오텍스 내 각운동량 

변화의 Reynolds수 의존성 등을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잘 예측하

다. 마지막으로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CFD 해석에서

도 보오텍스 주위로 격자를 집중하고 RSM 난류모형을 사용한 

경우 실험의 결과와 만족스러운 일치를 보이는 해석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함정 프로펠러 날개 끝 보오텍스 

캐비테이션의 초생속도와 유동소음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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