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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d 흡입구 직경 : [m]

D1 캐비테이터 직경 : [m]

CP 압력계수 : ((P-P0)/(0.5 Uρ 0
2))

P 압력 : [Pa]

P0 압력 : free stream [Pa]

ρ 밀도 : [kg/m3]

U 흡입구 속도 : [m/s]

U0 속도 : free stream [m/s]

S : U/U0

c 흡입구 곡률 반경 : [m]

α 캐비테이터 받음각 : [°]

CD 항력계수 : 

CL 양력계수: 

K 흡입구의 압력 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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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수 흡입구를 고려한 초공동 수중운동체 캐비테이터의 항력과 양력특성 및 해: 

수 흡입유로의 입구에서 압력손실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다 흡입구 직경과 유로에서의 속도 흡입구의 . , 

곡률반경 및 캐비테이터의 받음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직경비가 . 

커지면 항력계수와 압력손실계수가 감소하며 속도비가 증가할 때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는 감소하고 압, , 

력손실계수는 증가한다 해수 흡입구에 곡률을 주면 항력계수와 양력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 

압력손실계수가 크게 감소한다 캐비테이터의 받음각은 항력계수와 압력손실계수에 미소한 영향만을 주. 

나 양력계수를 크게 변화시킨다 초공동 수중운동체 설계 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rag and lift characteristics of the cavitator of a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and the pressure loss due to water intake. These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by changing the diameter, velocity, radius of curvature of the intake, and angle of attack of the 

cavitator. With increasing ratio of the intake diameter to the cavitator diameter ratio(d/D1), the drag coefficient 

and the pressure loss coefficient of the water intake decreased. The greater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the 

intake velocity-to-free stream velocity ratio(S), the smaller was the decrease in the drag coefficient and the 

lift coefficient. When the intake had a radius of curvature(c), the pressure loss coefficient decreased.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the radius of curvature on the drag coefficient was imperceptible. For angles of attack

(α) of the caviatator in the range of  0° to 10°, the drag coefficient and the pressure loss coefficient 
changed slightly, whereas the lift coefficient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ing angle of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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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Δ t 유로의 총 압력 손실 : [Pa]

PΔ l 흡입구에 의한 압력 손실 : [Pa]

PΔ f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 : [Pa]

X 흡입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 [m]

dc 유로의 최소 직경 : [m]

서 론1.  

연구 배경1.1 

초공동현상 을 이용한 수중운동(Supercavitating)

체는 평균 의 속도로 진행하는 어뢰의 한 100m/s

종류로서 기존의 어뢰의 평균속도가 임을 , 25m/s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기본 원리는 어뢰의 . 

몸통 주위에 초월공동현상을 발생시켜 해수와의 

직접접촉을 피함으로 저항을 최소화하여 진행하

는 것이다 초월공동현상을 생성하기 위하여 어. 

뢰의 앞에 캐비테이터 가 장착이 된다(Cavitator) . 

고속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높은 추력이 필요한

데 추진기관이 초공동 내에 위치함으로써 전형, , 

적인 수중 추진기관인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 로

켓추진기관이 제시되어 왔다 현재 초공동화 수. 

중 운동체 체계 구현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로켓

추진기관은 해수 흡입형 로켓추진기관(Water 

이다 해수 흡입형 로켓추진기관Breathing Ramjet) . 

은 산화제로 해수를 흡입해 사용한다 초공동 수. 

중운동체의 추진기관에 있어서 해수 흡입구의 존

재가 요구되는 바이며 그 외에도 연소실의 과열, 

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과 캐비테이터에

서 발생 한 공동을 보조하는 인공공동 발생장치

에서도 그 필요성이 야기된다 해수 흡입구는 운. 

동체의 두부에 위치한 캐비테이터에 위치하게 된

다 이러한 흡입구의 존재로 인하여 흡입구는 캐. 

비테이터의 유동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 내용 및 목적1.2 

은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도식도이며 캐비Fig. 1

테이터 탄두 펌프 및 연소실로 구성된다 초공, , . 

동 수중운동체는 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고1960 ,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의 핵심 기술과 개발 동

향에 대한 연구(1)를 시작으로 초공동 수중 운동, 

체의 동역학적 특성과 이에 대한 모델링 그리고 , 

이를 제어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왔다.(2,3) 초공동  

수중운동체에 대한 차원 축대칭 전산해석을 통2

하여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고,(4~6) 이를 시험 결과 

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도 수행되었

다.(7) 캐비테이터를 지나 유입되는 해수의 유동은  

펌프의 성능 특성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 따라서 캐비테이터와 해수 흡입구의 설. 

계는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중요한 기술요소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구성품 . 

설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비한 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관

점으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유동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캐비테이터의 항력과 양력특성 및 . 

흡입구의 압력 손실에 대해 파악하였다 유동장. 

을 지배하는 무차원 변수들을 캐비테이터 직경과 

흡입구 직경비(d/D1 어뢰 속도에 대한 해수 흡), 

입 속도비(S 그리고 흡입구 곡률반경과 흡입구 ), 

직경의 비(2c/d 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평)

가하였다 또한 이 무차원 변수들과 실제 작동 . , 

시에 조정되는 받음각(α 의 조건을 바꿔주며 수)

치 해석적 방법을 통해 캐비테이터의 항력과 양

력특성 및 흡입구의 압력 손실에 대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이는 향후 초공동 수중운동체를 설계 . 

d/D1 0.077 ~ 0.615

S 0.1 ~ 1

2c/d 0, 0.05, 0.9, 1

α 0°, 5°, 10°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underwater vehicle 

Fig. 1 Schematic of super cavitation torpedo

Fig. 2 Cross-section of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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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변수들이 유동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 

하여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2.  

연구 대상2.1 

연구 대상은 형상 및 치수가 확정되지 않은 설

계 초기 단계이므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특징을 

가진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원판. 형태의  

캐비테이터가 운동체 앞전에 위치하며 이 원판, 

의 중심에 흡입구가 존재하여 해수를 흡입하게 

된다. Fig. 2에 이에 대한 형상을 나타내었고 설, 

계 변수에 대한 제원을 에 나타내었다Table 1 .

연구 방법2.2 

 
수치해석 방법 2.2.1 

캐비테이터의 받음각이 없는(α 경우 초공 = 0°) , 

동 수중운동체는 축대칭으로 차원으로 평가하였고2 , 

받음각이 있는 경우에는 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였3

다 받음각은 . 으로 정의하였다Fig. 3 . 를   STAR-CD

사용하여 정렬 격자를 생성하였고 격자 검증을 통, 

하여 차원 해석 경우 개 차원의 경우 최대 2 150k , 3

개 최소 개를 사용하였다 는 기본 3,000k , 600k . Fig. 4

형상에 대한 격자를 나타낸 그림이며 는 차, Fig. 5 3

원 유동해석을 기준으로 사용 된 격자 검증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상용 프로그램인 . ANSYS CFX 11.0

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k-ε을 사용하였고 벽에, 

서의 는 평균적으로 을 유지하였다 캐비테y+ 12~50 . 

이션 모델로는 증기방울의 생성과 붕괴에 대한 거동

을 표현한 모델을 적용하였Rayleigh-Plesset Equation 

다 입구 조건으로 전압력을 출구 조건으로 질량유. , 

량을 사용하여 유동특성을 평가하였다. 

Fig. 3 Angle of attack of cavitator

캐비테이터의 항력 양력 및 흡입구의 압2.2.2 , 

력 손실 예측 방법

항력과 양력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항

력계수와 양력계수로 표현하였으며 각각 식 , (1)

과 식 로 정의하였다 벽에 작용하는 점성에 (2) . 

의한 효과는 작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a)

(b)

Fig. 4 Grid: (a) Cavitator and Intake (b) Central 
axi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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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Grid dependency test: Comparison of the 
total pressure at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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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in
                   (2)

흡입 유로의 총 압력손실  PΔ t는 식 과 같이 (3)

유로의 입구와 유동이 박리되고 재부착 되는 구

간에서의 압력 손실 PΔ l과 유로 내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 PΔ f의 합이다 여기서 . PΔ f은 식 와 (4)

같이 나타내지며 해석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 . 

만 PΔ l은 식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흡입(5) , 

구의 압력 손실계수 K는 해석적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해석의 결과를 얻어 식 으로 (6)

계산하였다.

∆ ∆∆                    (3)

∆ 



 
                       (4)

∆ 
 

                         (5)





 
∆




                       (6)

직경비에 따른 유동 특성3. 

항력3.1 

은 수중 운동체 입구 주변의 유선을 나타Fig. 6

낸 그림이다 유동을 흡입구 부분과 유로 외부인 . 

캐비테이터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로 외부

에 정체점이 위치하며 흡입구에서는 유동의 박리 

및 재부착이 일어난다 은 흡입구와 캐비테. Fig. 7

이터 상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압력분포이다 압력. 

계수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상단은 캐비테이터, 

하단은 흡입구이다 정체점이 위치하는 캐비테이. 

터 상단의 압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체점의 형성 없이 해수가 잘 흐르는 , 

흡입구에서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직경비가 . 

Fig. 6 Streamline around the intake

-2.0 -1.5 -1.0 -0.5 0.0 0.5 1.0

0.0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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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

C
P

           d/D
1

 0.077

 0.23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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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the diameter ratio (d/D1) on 
pressure coefficient (CP) along the radial 
axis, Re = 1.68 x 106, S = 1

0.0 0.1 0.2 0.3 0.4 0.5 0.6 0.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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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6

0.8

1.0

d/D
1

C
D

Fig. 8 Effect of the diameter ratio (d/D1) on 
drag coefficient (CD), Re = 1.68 x 10

6, 
S = 1 

커진다는 것은 압력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은 흡입

구 영역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에 . , Fig. 8

나타내지는 것처럼 직경비가 증가하면 수중 운동

체 앞전에서 평균압력분포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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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력계수가 감소한다 직경비가 인 경우는 흡입. 0

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 항력계수는 . 

흡입구가 있는 경우와 상이하며 이를 통하여 흡. 

입구를 고려하였을 경우 유동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흡입구의 압력 손실3.2 

유로내부에는 에서 본 것과 같이 흡입구Fig. 6

에 의한 유동의 박리 및 재부착이 발생한다 이와 . 

같은 현상 이 발생하며 이 때 유체(vena contracta) , 

의 최소직경을 dc로 정의하였다 는 직경비. Fig. 9

(d/D1 에 따른 최소직경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직) . 

경비가 감소하면 최소직경은 감소한다 이는 직경. 

비가 감소함으로써 유체는 보다 급격한 변화를 

느끼고 유동의 박리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 

다 최소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유체 속도가 증가. 

하고 압력 강하가 증가한다 은 유로내부의 . Fig. 10

압력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은 직경, Fig. 11

비에 따른 손실계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직경비. 

가 작을수록 유로를 지나면서 압력계수가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실계수는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곡률 반경비에 따른 유동 특성4. 

항력4.1 

흡입구의 곡률에 따른 캐비테이터 및 흡입구 

상에서의 압력분포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이. 

러한 영향으로 항력계수의 변화량은 미만이1% 

고 곡률 반경비(2c/d\ 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흡입구의 압력 손실4.2 

는 곡률반경이 있는 경우에 대한 유선을 Fig. 12

나타낸 그림이다 에서 나타난 흡입구에 곡. Fig. 6

률이 없는 경우의 유동과는 달리 유동의 박리 및 

재부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체는 유로. 

내부의 박리에 의한 압력강하가 없기 때문에 곡

률이 없는 흡입구 보다 유로 전반에서 압력강하

가 감소한다 하지만 흡입구에 곡률이 있을 때 . 

곡률의 크기에 따른 압력강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은 곡률 반경비에 따. Fig. 13

른 손실계수의 그래프이다 손실계수는 흡입구에 . 

곡률이 있을 때 약 감소하며 감소량은 곡률25% , 

반경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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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the diameter ratio (d/D1) on the 
minimum diameter (dc), Re = 1.68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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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the diameter ratio (d/D1) on 
pressure coefficient (CP) along the intake 
pipe, Re = 1.68 x 106, S = 1

0.0 0.1 0.2 0.3 0.4 0.5 0.6 0.7

0.0

0.4

0.8

1.2

1.6

2.0

d/D
1

K

Fig. 11 Effect of the diameter ratio (d/D1) on 
pressure loss coefficient (K), Re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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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reamline around the rounded water 
intake, 2c/d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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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the radius of curvature ratio 
(2c/d) on pressure loss coefficient (K), 
Re = 1.68 x 106, d/D1 = 0.231, S = 1

받음각에 따른 유동 특성5. 

항력5.1 

캐비테이터의 받음각(α 은 흡입구와 캐비테이)

터 상에서 항력방향 압력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따라서 받음각에 따른 . 항력계수의 변

화량은 α 를 기준으로 증가 시  = 0° 5°, 2%, 10° 

증가 시 의 미미한 증가를 보인다4% .

양력5.2 

는 받음각 따른 양력계수의 그래프이다Fig. 14 . 

양력계수는 의 범위에서 0°  10° 0.0115/deg≤α≤ 

의 기울기를 가지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식 . 

에서 받음각이 증가할 때 정압은 크게 변하지 (2) , 

않으나 sinα의 값이 증가하는데, sinα는 α가 0°

에 가까울수록 선형적인 변화를 가지며 이러한 영, 

향이 계산결과인 양력계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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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the angle of attack (α) on lift 
coefficient (CL), Re = 1.68 x 10

6, d/D1

= 0.4, S = 1, 2c/d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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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the flow ratio (S) on pressure 
coefficient (CP) along the radial axis, 
Re = 1.68 x 106, d/D1 = 0.4 

흡입구의 압력 손실5.3 

곡률 반경비가 없는(2c/d 흡입구의 경우 흡=0) , 

입 유로내부에서 효과에 의해 유체vena contracta 

는 최소직경으로 유동한다 받음각에 따른 최소. 

직경은 감소하나 이 변화량은 매우 미소하다 따. 

라서 받음각에 따른 손실계수의 변화량 역시 매

우 미소하며 받음각 를 기준으로 증가 시 0° 10° 

의 미만의 미미한 증가만을 보인다2.5% .

속도비에 따른 유동 특성6. 

항력6.1 

의 흡입구와 캐비테이터 상에서 반경방Fig. 15

향으로의 압력분포를 살펴보면 속도비, (S)가 증가

함에 따라 흡입구에서 유체속도가 증가하므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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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the flow ratio (S) on drag 
coefficient (CD), Re = 1.68 x 10

6, d/D1

= 0.4

르누이 법칙에 의해 압력분포가 크게 감소한다 흡. 

입구의 유량이 증가함에 캐비테이터 쪽으로 흐르는 

유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캐비테. 

이터 상의 압력분포가 증가하나 변화량이 상대적으

로 작다 이러한 압력분포의 영향으로 속도비가 증. 

가할수록 항력계수는 감소한다 은 속도비에 . Fig. 16

따른 항력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도비가 없는 경우. (S 는 흡입구가 없는 = 0)

경우인데 이 때 항력계수는 흡입구를 고려한, (S > 

인 경우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0) . 

과로 보아 흡입구를 고려한 항력 특성을 고려하여 

캐비테이터를 설계를 하여야 하겠다. 

양력6.2 

은 속도비Fig. 17 따른 양력계수의 그래프이며 , 

속도비 증가할수록 양력은 감소한다 이러한 경. 

향은 에서 설명한 속도비에 따른 항력 거동과 6.1

동일한 이유에서 나타난다 흡입구를 적용한 경. 

우 흡입구가 없는 경우와 양력에 차이가 있다. 

흡입구의 압력 손실6.3 

흡입 유로내부에서 현상에 의해 vena contracta 

유체는 최소직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은 . Fig. 18

속도비에 따른 최소직경의 그래프이다 속도비가 . 

증가할수록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정체점은 

더 높은 반경에 위치하게 된다 이 때 유체는 정. 

체점이 낮은 반경에 위치할 때 보다 급격한 변화

를 느끼므로 유동의 박리가 크게 발생한다 따라. 

서 속도비가 증가할 때 최소직경은 감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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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the flow ratio (S) on lift 
coefficient (CL), Re = 1.68 x 106, 
d/D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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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the flow ratio (S) on the 
minimum diameter (dc), Re = 1.68 x 
106, d/D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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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ffect of the flow ratio (S) on pressure 
loss coefficient (K), Re = 1.68 x 106, 
d/D1 = 0.4 

속도비가 증가할수록 흡입 유로에서 유량이 증가

하는데 최소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유체 속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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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증가한다 때문에 압력 강하도 크게 증. 

가한다 이와 같은 유동 특성으로 에서 보. Fig. 19

이듯이 속도비가 증가할 때 손실계수는 증가한

다 여기서 속도비가 일 때 손실계수가 다시 . , 0.1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손실계수를 계산. 

하는 식 의 분모에 위치한 (6) U가 속도비 일 0.1

때 미소한 값을 가지게 되어 실제 PtΔ 가 작아짐

에도 불구하고 손실계수가 증가하게 된다.

결 론7. 

차원 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해 해수흡입구를 2 , 3

고려한 초공동 수중운동체 캐비테이터 특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흡입구 직경과 . 

캐비테이터의 직경비 흡입 유로에서의 속도와 , 

프리 스트림 속도의 비 흡입구의 곡률반경을 흡, 

입구 직경에 대한 비로 나타낸 무차원 수 및 캐

비테이터의 받음각의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그에 , 

대한 캐비테이터의 항력과 양력 및 흡입구의 압

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직경비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압력 분포가 낮은 

흡입구 직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므로 항력

계수와 흡입구의 압력 손실계수는 감소한다 초. 

공동 수중운동체 설계 시에 흡입구의 직경은 내

부 조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항력계

수와 압력 손실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캐비테이

터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좋다 다만 캐비테이터. , 

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동을 생성하는 것이므

로 캐비테이터의 직경이 운동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공동을 생성하는데 무리가 없는 한에서 

작아져야 한다. 

기타 설계 조건에 의하여 해수 흡입유량이 정

해지게 되면 해수흡입구와 캐비테이터의 직경비, 

를 조절함으로써 속도비를 조절할 수 있다 속도. 

비가 증가할 때 흡입구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기 , 

때문에 항력계수와 양력계수는 감소하며 흡입구, 

의 압력 손실계수는 증가한다. 따라서 세 가지 

특성들이 적절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속도

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구에 곡률이 존재할 때 흡입 유로내부에, 

는 흡입구에 의한 유동박리 및 재부착이 발생하

지 않는다 따라서 흡입구 압력 손실계수는 감소. 

하며 곡률 반경비에 무관하게 약 감소한다25% . 

압력 손실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완만한 흡입

구이지만 항력계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만으1% 

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따라서 흡입구에 

곡률을 주는 것은 다른 두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흡입구의 압력 손실계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캐비테이터의 받음각이 의 범위일 0° 10°≤α≤ 

때 항력계수는 대비 그 변화폭이 , = 0° 4%, α 

압력 손실계수는 이내로 미미하다 반면에2.5% . , 

양력계수는 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α

한다 캐비테이터에서 생성되는 양력은 초공동 . 

수중운동체가 만드는 양력의 절반가량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결과를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추진체

의 성능 계산 시에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 실험 자료가 없는 상황에

서 초공동 수중운동체의 추진 시스템 설계와 운

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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