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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중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높아져 물체 주

위의 국부압력이 유체의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유체가 

* Corresponding author, E-mail: bkahn@cnu.ac.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기화하게 되는 공동(cavitation) 현상이 발생한다. 이동 

속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공동은 물체의 형상을 모

두 덮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데 이를 자연 초공동

(natural supercavitation)이라 한다. 초공동으로 덮인 수

중 운동체는 마치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

과를 받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은 극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최근 이 같은 초공동 현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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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upercavitating underwater torpedo moving at high speed (over 200 knots) has been interested for their 

practical advantage of the dramatic drag reduction. Cavitator located in front of the torpedo plays an important 

role to generate a natural supercavity and control the motion of the object. Supercavity can be created artificially 

by injection of compressed gas from the rear of the cavitator at a relatively low speed.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ies through cavitation tunnel experiments. One of the main 

focuses of the study was to measure pressure inside the cavity, and examined variation of the gravity effects 

appearing according to different amount of injected air. It was also found that a stable supercavity could be 

sustained at injection rates less than that required to form the stable supercavity because of hysteresis effect.

Key Words : Cavitator(캐비테이터), Supercavitation(초공동), Natural Supercavitation(자연초공동), Artificial Supercavitation 

(인공초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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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는 초고속이라 할 수 있는 200 노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초공동 어뢰 기술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공동 어뢰의 전두부

에는 Fig. 1과 같이 공동을 발생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원판 또는 원뿔 형상의 캐비테이터(cavitator)가 있는데, 

운용 조건에 따라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초공동을 

예측하는 것은 초공동 어뢰설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3

년부터 수중운동체특화연구센터(UVRC)에서 이론해석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부터 충남대학교

를 중심으로 초공동 수중 운동체에 대한 통합연구가 

진행되어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자연 초공동과 관

련한 이론 및 실험연구가 이루어졌다[1,2,5].

  수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자연 초공동

의 물리적인 특성상 중어뢰급 크기의 어뢰인 경우 100 

m/s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때 어뢰 전체를 감쌀 수 있

는 초공동이 발생된다[3].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속

도에서도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압축가스를 분사시킴

으로써 인공적인 초공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인공 초공동(artificial supercavitation) 또는 환기 초공동

(ventilated supercavitation)이라 한다.

Fig. 1. Cavitator and supercavity

  인공 초공동을 이용하면 자연 초공동이 발생되기 

전까지 마찰 저항을 줄여 추진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부분 공동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캐비테이터에 작용하

는 불균일한 유체력을 감쇠시켜 주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인공 초공동은 자연 초

공동과 함께 캐비테이터를 설계하고 제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초공동 실험은 발사형 실험 

장치와 공동수조(캐비테이션터널)형 실험 장치에서 연

구가 가능한데, 발사형 실험 장치의 경우 분사되는 가

스의 양이나 작용하는 하중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 초공동 모형시험에는 부적합하다. 

반면 캐비테이션터널의 경우 물리량들의 정량적 계측

이 용이하지만 분사된 가스가 시험부로 다시 되돌아오

지 않도록 분사 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

이다.

  본 논문은 국내 최초로 충남대학교의 캐비테이션터

널 모형실험을 통해 압축 공기의 분사량에 따라 발생

되는 인공 초공동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캐비테이션터널 외부로부터 공급된 압축 공기를 터널 

내부에 설치된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정량적으로 분사

되도록 제어하고, 발생하는 인공 초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였으며, 다양한 분사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인

공 초공동의 형상을 관측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자연 초공동과 인공 초공동

  수중 운동체의 운용 조건에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자연 초공동은 아래와 같이 무차원량으로 정

의되는 캐비테이션수(cavitation number, )에 따라 그 

물리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
 (1)

  여기서 ∞ 물체 주위의 압력, 는 유체의 증기압, 

는 유체의 밀도이며, ∞는 유동 속도이다. 캐비테

이션터널에서 낮은 캐비테이션수 유동을 구현하는 방

법은 터널 내부의 압력을 낮춰 압력차이 즉, ∆ = 

∞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유동 속도(∞)를 증

가시켜는 방법이 있다. 인공 초공동의 경우 분사되는 

공기가 형성하는 공동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면 상

대적으로 저속도에서도 낮은 캐비테이션수 유동을 구

현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캐비테이션수

에 따라 물리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



∞
 (2)

  여기서 는 인공 공동 내부의 압력이며,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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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을 자연 초공동 캐비테이션수라하고 를 인

공 초공동 캐비테이션수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론적으로 관성력(inertial force)에 대한 중력(gravity 

force), 점성력(viscous force) 그리고 표면장력(surface 

tension)의 비가 같다면, 즉 Froude 수, Reynolds 수 그

리고 Weber 수가 같다면 동일한 캐비테이션수( = 

) 조건에서 발생되는 자연 공동과 인공 공동의 물

리적 특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초

공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구현되는 인

공 초공동의 경우 중력장에 의한 부력효과(buoyancy 

effect)를 받아 결과적으로 Fig. 2와 같이 공동의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으로 인해 물체의 축에 비

대칭적인 초공동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공동

의 꼬리 부분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각기 바깥쪽으

로 상반 회전하는 이중 보오텍스(twin vortex)가 형성

된다[4].

Fig. 2. Schematic view of artificial supercavitating flow

  이러한 인공 초공동의 특이한 발생 과정은 중력장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정

의되는 Frounde 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3)

  여기서 는 캐비테이터의 직경이다. 또한 분사되는 

공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인공 공동은 아래와 같이 정

의되는 공기공급계수(air entrainment coefficient, )에 

따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는 분사되

는 공기의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이다.

 ∞



 (4)

3. 실험 장치 및 조건

3.1 실험장치 구성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터널(CNUCT, Fig. 3)

에서 수행하였다. 터널 시험부의 크기는 100 mm × 100 

mm × 1,400 mm (H × B × L)이며, 시험부에서의 최고 

유속은 20 m/s이다. 본 캐비테이션 터널은 자연 공동

뿐만 아니라 터널 외부에서 공급되어 시험부에서 분사

되는 압축 공기가 다시 시험부로 돌아오지 않도록 공

기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Fig. 3. CNU Cavitation Tunnel(CNUCT)

Fig. 4. Drawing of the test model

  실험 모형은 Fig. 4와 같이 직경 15 mm의 원판형

(disk type) 캐비테이터를 사용하였다. 캐비테이터 후방

에 직경 2 mm 크기의 공기 분사구를 4개씩 2열로 배

치하였으며, 공기 분사구 뒤쪽에 4 mm 크기의 공동 

내부압력 계측구를 두었다. Fig. 5는 제작된 실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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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분사되는 압축 공기는 터널 외부에 설치

된 유량제어 장치(최대 60 liter/min)를 통해 시험부 외

부에서 캐비테이터 뒤쪽 공기 분사구로 공급된다.

Fig. 5. Test model

  캐비테이션터널 실험의 경우 모형의 크기에 따라 

폐색효과(blockage effect)가 나타나는데, 초공동 실험의 

경우 Fig. 6과 같이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생성된 공동

이 성장하면서 마치 물체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

나기 때문에 초공동의 최대 직경()을 고려하여 폐

색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폐색률(blockage ratio, 

/)에 따라 식 (5)에 의해 최소 캐비테이션수가 결

정된다.

Fig. 6. Blockage effect

∞








 (5)

3.2 실험장치 구성

  실험은 유속을 고정하고 분사량을 변화시키는 조건

(Table 1)과 분사량을 고정하고 유속을 변화시키는 조

건(Table 2)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유속별 공기공

급계수()에 해당하는 실제 분사 유량은 Table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Test conditions : varying air entrainment 

coefficient

 [m/s] 4 6 8 10 12

 10.43 15.64 20.85 26.07 31.28



0.02 0.02 0.02 0.02 0.02
0.04 0.04 0.04 0.04 0.04
0.06 0.06 0.06 0.06 0.06
0.08 0.08 0.08 0.08 0.08
0.10 0.10 0.10 0.10 0.10
0.12 0.12 0.12 0.12 0.12

Table 2. Test conditions : varying flow speed

 [l/m] 5 10 15 20 25 30

 [m/s]

4 4 4 4 4 4
6 6 6 6 6 6
8 8 8 8 8 8
10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12

Table 3. Conversion table for converting air entrainment 

coefficient into volumetric flow rate (liter/min)

     


0.02 0.04 0.06 0.08 0.10 0.12

4.0 1.08 2.16 3.24 4.32 5.40 6.48
6.0 1.62 3.24 4.86 6.48 8.10 9.72
8.0 2.16 4.32 6.48 8.64 10.80 12.96
10.0 2.70 5.40 8.10 10.80 13.50 16.20
12.0 3.24 6.48 9.72 12.96 16.20 19.44

4. 실험 결과

4.1 인공 초공동의 주요 특성

4.1.1 인공 초공동의 생성 과정

  Fig. 7은 유속 8 m/s에서 공기 분사량이 증가하면서 

초공동으로 성장하는 전형적인 인공 초공동의 발생과

정을 보여준다. 일정한 속도 조건에서 공기 분사량을 

증가 시키는 경우, 초기에는 공급되는 공기가 공동 후

류에서 발생되는 와류로 인해 공동 내부로 진입하여 

물과 섞여 포말 상태(물-공기의 혼합)의 공동이 형성

된다. 이후 공기량을 점차 증가시키면 캐비테이터에서

부터 투명한 형태의 공동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포말

상태와 함께 공존하다가 공기량이 더 증가하면 완전

히 투명한 형태의 초공동으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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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Typical generation process of artificial 

supercavity development

4.1.2 인공 초공동의 세 가지 발생 유형

  캐비테이터 뒤쪽에서 압축공기를 분사시킬 때 발생

하는 인공 초공동은 Fig. 8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foamy or cloud cavity

(b) twin-vortex cavity

(c) pulsating cavity

   Fig. 8. Three different development of artificial 

supercavity

  먼저 공동 후류의 와류(vortex)를 따라 공동으로 재

돌입하는 유동(re-entrant jet)에 의해 물-공기가 혼합되

어 있는 포말 상태의 공동(foam cavity) 또는 구름형 

공동(cloud cavity)이 발생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캐비테이션수, 즉 소량의 공기가 공급되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다음으로 인공 공동의 가장 큰 특성으로, 위

에서 기술한 포말형 공동이 성장하여(공동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캐비테이션수 상태에 이르

면 Fig. 8 (b)와 같이 공동의 끝부분이 두 쪽으로 갈라

지면서 각기 공동표면의 바깥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와류(twin-vortex)가 생성된다. 이는 중력장에 의한 

부력효과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Froude 수가 낮을

수록(즉, 유동속도가 느릴수록) 큰 영향을 받는다. 공

급되는 공기량의 증가로 인해 공동 내부압력이 충분히 

높아져 해당 조건에서 완전히 성장하여 안정적인 인공 

공동이 생성된 이후에 분사되는 공기량을 더 증가시키

더라도 인공 공동 내부의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

으며 공동의 최대 직경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때 추

가적으로 공급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공동 끝부분이 

유동의 전후방향으로 맥동(pulsating)하는 현상이 발생

한다.

4.1.3 부력효과(buoyancy effect)

  인공 공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중력장에

서 발생되는 부력효과에 의해 인공 공동 끝 부분이 들

려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는 유동의 관성력에 비해 중

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때, 즉 Froude 수가 낮을수

록 강하게 나타난다. Fig. 9는 동일한 공기공급계수 상

태(  = 0.12)에서 Froude 수 변화에 따라 나타는 부력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Froude 수가 커질수록 부력

효과가 줄어들어 축대칭적인 인공 공동이 생성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대로 Froude 수가 작아질수록 

부력의 영향이 커져 공동 끝이 들려 올라가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twin-vortex의 세기가 강해지

고 결과적으로 초공동의 유효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Fig. 9. Buoyancy effect of artificial supercavity

4.1.4 공동 내부 압력의 이력현상(hysteresis)

  인공 공동의 또 다른 중요 특성 중 하나는 공동 내

부압력의 이력현상이다. Fig. 10은 일정 유속상태에서 

공급되는 공기량을 증가시키면서, 즉 캐비테이션수가 

낮아지면서 인공 공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동 내부압력이 증가하여 해당 조건에서의 최소 캐

비테이션수(약 0.3)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 공급되는 

공기량을 감소시키더라도 투명한 형태의 인공 초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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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멸되기 전까지 캐비테이션수는 일정하게 유지된

다. 즉, 공기량을 증가시킬 때와 일정 캐비테이션수에 

도달된 이후 공기량을 감소시킬 때 동일한 인공 공동

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하게 성장한 

인공 공동 상태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일정량 감소시

키더라도 초공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공급되는 

공기량을 빠르게 변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a) Cavitation number vs. Entrainment coefficient

(b) Hysterical formation of artificial supercavity

Fig. 10. Hysteresis of artificial supercavity

4.1.5 고정 유량조건에서 발생하는 초공동 특성

  다음은 유량을 일정하게 고정하고 유속을 변화시키

는 실험 과정에서 관측된 현상으로, 기존의 실험 연구

에서는 세밀하게 고찰된 바가 없는 현상이다. Fig. 11

은 분당 5리터의 공기가 공급되는 조건에서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공 초공동의 형상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소량의 고정된 유량 조건에서 유속

을 증가시키는 경우, 즉 Froude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마치 초공동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타난다. 이는 각각의 속도 조건에서 

결정되는 캐비테이션수(Fig. 12)에 해당하는 공동이 생

성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공 초공동의 특성으로, 인

공 초공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용 속도

를 고려하여 공기 분사량을 결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Fig. 11.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ies with 

small amount of air injection

Fig. 12. Cavitation number for a certain air 

entrainment at different flow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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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조건별 결과

  Fig. 13에서 17은 유속을 고정하고 분사량을 증가시

켰다가 다시 감소시킬 때(Table 1) 발생되는 초공동 특

성을 관측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사되

는 공기량이 증가하면 포말 상태의 공동은 투명한 초

공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속

에서는 중력장에서 발생되는 부력효과가 크게 나타 나 

공동 끝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축에 비대칭한 초공

동이 발생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Fig. 13. Artificial supercavity(V = 4 m/s)

Fig. 14. Artificial supercavity(V = 6 m/s)

Fig. 15. Artificial supercavity(V = 8 m/s)

Fig. 16. Artificial supercavity(V = 10m/s)

Fig. 17. Artificial supercavity(V = 1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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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기량을 증가시킬 때와 일정 캐비테이션수에 

도달된 이후 공기량을 감소시킬 때 동일한 공동이 생

성되지 않는 이력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

로 낮은 속도에서 더 강하게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8은 각 유속 조건에 해당하는 공기공급계수와 캐

비테이션수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속도 조건

에서 발생하는 이력현상의 정략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속 조건 12 m/s의 경우는 Froude 수가 충

분히 크기 때문에 모든 유량 조건에서 캐비테이터 축

에 대칭적인 초공동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9는 분사되는 유량을 고정하고 유속을 변화시키

면서 관찰한 초공동 특성을 보여준다. 앞서 Fig. 11에

서 설명한 소량의 고정 유량조건과는 달리 유속이 증

가하면 부력효과가 작아지며 유효길이가 큰 축 대칭적

인 초공동이 일관성 있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정량적 특성은 Fig. 2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Fig. 18. Cavitation number vs. air entrainment 

conefficient

(a) Q = 10 [l/m]

(b) Q = 15 [l/m]

(c) Q = 20 [l/m]

(d) Q = 25 [l/m]

(e) Q = 30 [l/m]

  Fig. 19. Artificial supercavity according to different 

amount of air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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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0. Cavitation number for a certain air 

entrainment

5. 결 론

  자연 초공동과 함께 인공 초공동 발생 기술은 캐비

테이터 설계 및 제어를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써 모

형실험을 통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인

공 초공동의 발생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

남대학교 캐비테이션터널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외부

에서 공급되어 시험부에서 분사된 공기가 다시 시험

부로 돌아오지 않도록 공기 포집 기능이 있는 캐비테

이션터널에서 수행된 국내 최초의 실험 연구로 다음

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 하였다.

• 캐비테이터 뒤쪽에서 분사되는 공기량이 증가하면

서 포말 상태의 공동에서 투명한 초공동으로 성장

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며, 초공동 내부 압력을 계측

하여 그 과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 Froude 수가 낮을수록 부력의 영향이 커져 공동 끝

이 들려 올라가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초공동 끝

  의 twin-vortex의 세기가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초공

동의 유효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 완전하게 성장한 인공 공동 상태에서 공급되는 공

기를 일정량 감소시키더라도 초공동이 그대로 유지

되는 공동 내부의 이력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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