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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수중 몰수체(submerged body)의 전두부에 설치

된 캐비테이터(cavitator)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

(supercavitation) 효과를 이용하여 200노트 이상의 고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뢰와 같은 수중 무기체계로의 실용화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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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고 있다. 운용 조건에 따라 캐비테이터에서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물리적 발생 메커니즘과 특성을 규명

하는 것은 초월공동 어뢰 설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중운동체가 고속

으로 이동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초월공동(자연 

초월공동, natrual supercavitation)의 경우, 중어뢰급 어

뢰는 100 m/s 이상의 속도에 도달해야만 어뢰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초월공동이 발생된다. 그러나 상대적으

로 낮은 속도 영역에서도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압축가

스를 분사시킴으로써 인공적으로 초월공동을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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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supercavitating underwater vehicle moving at high speed over 200 knots has been of interest for its 

practical advantage of the dramatic drag reduction. Many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have been explored, 

however most of the studies deal with the case of uniform flow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physical behaviors 

of the artificial supercavity in a periodic gust flow.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a cavitation tunnel of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CNUCT), which is equipped to remove the gas supplied from outside of the tunnel. 

We devised an experimental apparatus generating vertical and horizontal gust flows, and investigated the 

supercavity formations at different periodic mode of the incoming flow.

Key Words : Supercavitation(초월공동), Artificial Supercavitation(인공 초월공동), Torpedo(어뢰), Cavitation Tunnel(공동

수조)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장의 인공 초월공동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2호(2018년 4월) / 189

수 있으며, 이를 인공 초월공동(artificial supercavitation) 

또는 환기 초월공동(ventilated supercavitation)이라 한다. 

인공 초월공동을 이용하면 자연 초월공동이 발생되기 

전까지 마찰 저항을 줄여 추진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공동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캐비테이터에 

작용하는 불균일한 유체력을 감쇠시켜 주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인공 초월공동은 

자연 초월공동과 함께 캐비테이터를 설계하고 제어하

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3].

  기존에 수행된 초월공동 관련 실험 연구는 공동 수

조를 이용한 실험이 대부분이며, 이 또한 공동 수조의 

특성상 균일 유동에 대한 실험이 전부이다. 하지만 실

제 해상상태에는 파도나 조류 등에 의한 불균일한 유

동장 상태일 수 있으며, 불균일한 유동은 발생하는 공

동의 형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불균일 유동장 내의 원판형 

축대칭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발

생 특성에 대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캐

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터널 내부

의 균일 유동을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으로 모사

하기 위해 캐비테이터 전방에 수중익을 설치하여 주

기적인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제

작하였으며, 수중익의 거동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

양한 유동조건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조건

2.1 실험 장치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에서 수

행되었다. 터널 관측부 단면의 크기는 100 mm × 100 

mm이고 최대 유속은 20 m/s이다(Fig. 1 참조). 일반적

인 캐비테이션 실험과 달리 인공 초월공동 실험을 위

해서는 터널 외부로부터 모형에 공급되는 압축 공기

가 다시 관측부로 돌아오기 전에 포집할 수 있는 장

치가 필수적이며, 본 터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을 충분히 검증되었다[4].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주기적인 거동을 엄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Photron사의 FASTCAM-UX100 800K16G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2,000 frames의 속도로 

촬영을 하였다.

Fig. 1. CNUCT specifications

  터널 내부의 균일한 유동을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불

균일 유동으로 모사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유동 교란 

장치(gust flow generator)를 설계, 제작하였다.

Fig. 2. Gust flow generation system

  유동 교란 장치는 스팬길이가 96 mm, 코오드 길이

가 40 mm인 NACA0020 단면 형상의 이중 날개로 구

성하였으며, 날개 사이의 거리는 44 mm, 날개의 끝날

(trailing edge)로부터 캐비테이터까지의 거리는 시험장

치의 크기를 고려하여 71 mm로 하였다. 날개는 ± 2° 

간격으로 최대 ± 10°까지 각도 변화가 가능하며, 시험

부 외부의 서보모터에 연결되어 최대 16 Hz의 속도로 

주기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사용한 서보

모터의 재원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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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ervo motor

정격 출력 400 W

정격 회전 속도 3,000 RPM

정격 토크 13 kgf*cm

감속비 3:1

가용 주파수 16 Hz

  본 장치는 설치 방향에 따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으로 유동 교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3과 Fig. 4

는 각각 수직방향(x-y방향)과 수평방형(x-z방향) 교란

장치를 보여준다. 인공 초월공동은 직경() 5.3 mm의 

원판형 캐비테이터를 사용하여 모사하였으며, 터널 외

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 가스는 캐비테이터 후방에 

위치한 4개의 홀을 통해 분사시켰다(Fig. 5 참조).

Fig. 3. Schematic view of the vertical gust flow

Fig. 4. Schematic view of the horizontal gust flow

Fig. 5. Cavitator and air injection holes

2.2 실험 조건

  실험은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 불균일 유동에 대해 

동일한 분사 조건에서 캐비테이터의 직경()을 기준

으로 파장과 파고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이때 

무차원 파장과 파고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파장이고 은 파고이다.

  


   


 (1)

  발생하는 파의 형태는 2차원의 단일 진동수를 갖는 

조화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위상속도()

는 식 (2)와 같고, 무차원화한 파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식 (3)은 Strouhal number()에 

해당한다.

 ∞  (2)

  


∞


≡ (3)

  식 (3)의 무차원 파장은 발생하는 파의 진동수를 변

화시켜 조절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유동 교란 

장치의 진동수()를 1 Hz에서 15 Hz까지 1 Hz 간격

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식 (2)

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속도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구현되는 인공 초

월공동의 경우 부력효과로 인해 공동의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력효과를 최소

화하고, 주기적으로 거동하는 유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공동의 형태를 관측하기 위해 유입 유속을 6 m/s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유동 교란 장

치의 진동수 변화에 따른 Strouhal number와 모사되는 

파장의 값을 보여준다. 파고는 날개가 움직이는 각도

(gust angle, )를 ± 2°, ± 4°, ± 6°으로 조절함으로써 변

화시켰다.

  인공 초월공동은 분사되는 공기량에 따라 발생형태

가 달라지며 이때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공기분사계

수에 따라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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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분사되는 공기의 체적유량(volumetric 

flow rate)이다. 무차원한 공기분사계수는 이전에 수행

되어온 연구[4,5]를 통해 초월공동이 충분히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Cq = 0.16의 조건으로 고정한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Test conditions

Frequency (Hz) St λ (m)

1 0.0009 6.00

2 0.0018 3.00

3 0.0027 2.00

4 0.0035 1.50

5 0.0044 1.20

6 0.0053 1.00

7 0.0062 0.86

8 0.0071 0.75

9 0.0080 0.67

10 0.0088 0.60

11 0.0097 0.55

12 0.0106 0.50

13 0.0115 0.46

14 0.0124 0.43

15 0.0133 0.40

3. 실험 결과

  Fig. 6은 가 ± 6°이고 Strouhal number가 0.0009, 

0.0133인 경우, 즉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와 짧은 

경우에 대해 한 주기 동안에 변화하는 공동의 형상을 

보여준다. 이때 유입 유동이 주기적으로 거동하면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형상도 주기적으로 변화하

는 특성이 나타나며 길이의 경우 St = 0.0133인 경우 

St = 0.0009보다 훨씬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 (2)에 의해 주파수가 15 Hz인 경우 유동 교란 장치

에 의해 발생되는 파장이 0.40 m로 1 Hz의 6.00 m보

다 훨씬 작기 때문에 공동의 형상은 파의 형태에 더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하방향으로 

모드가 변할 때 공동의 꼬리부분이 끊어지면서 공동 

내부로 재돌입하는 유동이 발생하여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가 ± 2°, ± 4°, ± 6° 일 때 Strouhal 

number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의 형상 특성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gust angle에 

대해 Strouhal number가 증가하면서 공동의 길이가 작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gust angle이 커질수록 

공동 끝단의 상하방향 변위가 커지게 되며, 공동 길이

가 동일할 때 상하 방향의 변위가 커짐에 따라 공동

의 x방향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이때 Strouhal number

가 작은 경우 교란된 유동의 파장의 길이가 길기 때

문에 공동의 길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Strouhal 

number가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져 gust angle 변화에 

따른 공동의 길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Fig. 8은 

각각의 gust angle() 상태에서 Strouhal number가 증

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의 길이를 파장으로 무차원

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Gust angle의 값이 커질수록 초

월공동의 길이가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 ± 6° 일 때 서로 다른 Strouhal 

number 조건에서 유입 유동의 한 주기 동안 초월공동

의 길이변화를 보여준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의 형상은 두 주기 모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상하방향으로 모드가 변할 때 공동의 

꼬리부분이 끊어지면서 공동 내부로 재돌입하는 유동

이 발생할 때 최소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동 교란장치를 캐비테이터에 수직한 방

향으로 설치하여 수평방향 불균일 유동장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수평방향으로 거동하는 초월

공동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 2대를 

시험부 상부와 측면에서 동기화시켜 촬영을 하였다. 

Fig. 10은   = ± 6°, St = 0.0133인 수평방향 불균일 

유동의 한 주기 동안에 변화하는 초월공동의 좌우 및 

상하 거동 형상을 보여준다. 수직방향 불균일 유동장

과는 달리 초월공동의 형상은 수평방향 유동의 주기

와 동일하게 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동

의 모드가 변하는 0.5 T에서 공동의 꼬리부분이 끊어

지면서 재돌입 유동이 발생하고 이때 초월공동의 길

이가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수

직방향과 수평방향 불균일 유동장에서 나타나는 초월

공동의 길이 특성을 비교한 결과로 Strouhal number 

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공동의 길이는 유동의 운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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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 = 0.0009( = 1 Hz)                         (b) St = 0.0133( = 15 Hz)

Fig. 6.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vertical gust flow

Fig. 7. Artificial supercavity according to different Strouha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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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length at 

different gust angle

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Strouhal number

가 증가할수록 유동의 운동방향이 수직방향인 경우가 

Fig. 9. Change of the cavity length during one period 

( = ±6°)

수평방향인 경우보다 공동 길이의 감소폭이 큰 특성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력장

 Fig. 10. One periodic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at horizontal gust flow(St = 0.0133( = 15 Hz),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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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써, 인공 초월공동은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부력을 받아 캐비테이터의 중심축에 대해 비대칭적으

로 발생한다. 따라서 상하방향으로 교란되는 유동장에

서는 유동의 관성력과 부력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좌우방향으로 교란되는 유동장에 비해 

공동의 길이가 더 짧아지게 된다.

Fig. 11.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length in 

different gust flows

4. 결 론

  자연 초월공동과 함께 인공 초월공동 발생 기술은 

캐비테이터 설계 및 제어를 위한 필수 요소 기술로써 

모형실험을 통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캐비

테이션터널에서의 모형실험은 균일유동 상태에서 발

생하는 초월공동에 대한 실험이 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동과 같이 불균일 유동 특성을 모

사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이때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특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 수직방향 불균일 유동장의 한 주기동안 초월공동의 

형상은 두 주기로 변화하며, 상하방향으로 모드가 변

할 때 공동의 꼬리부분이 끊어지면서 공동 내부로 

재돌입하는 유동이 발생하여 길이가 최소가 된다.

• 수직방향 불균일 유동장과는 달리 수평방향 불균일 

유동장 속의 초월공동은 유동의 주기와 동일하게 

거동하며, 유동의 1/2 주기에서 공동의 꼬리부분이 

끊어지면서 재돌입 유동이 발생하고 이때 초월공동

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 Strouhal number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공동의 길이

는 유동의 운동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만 Strouhal number가 증가할수록 수직방향 불균일 

유도장 속의 초월공동 길이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

난다.

후        기

  본 연구는 CNU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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