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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rseshoe vortices are formed at the junction of an object immersed in fluid-flow and endwall plate as a
result of three-dimensional boundary layer separation. This study shows preliminary results of the kinematics of such
horseshoe vortices around a circular cylinder with a cavity (slot) placed upstream to disturb the primary separation line.
Through the cavity, no mass flow addition (blowing) or reduction (suction) is applied. The upstream cavity weakens
the adverse pressure gradient before the cavity. With the upstream cavity, a single vortex is found to form immediately
upstream of the cylinder whereas a typical two vortex system is observed in the absence of the cavity. Furthermore, the
strength of the single vortex tends to be reduced,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with the separated flow convecting
directly towards the leading edge of the cylinder.

기호설명

x : 주유동 방향, m

y : 트레버스방향,m

z : 실린더 스팬 방향,m

u: 주유동 방향 속도,m/s

v: 트레버스 방향 속도,m/s

w : 실린더 스팬 방향 속도,m/s

Cp : 압력 계수

Re : 레이놀드 수

ω : Vorticity,1/s 
Г : Circulation,m2/s

1.서 론

말굽와류(Horseshoe vortex)는 장애물이 바닥에 붙

어있는 Juncture 영역에서 상류로부터 접근하는 경

계층이 장애물의 역압력 구배(Adverse pressure

gradient)로 인해 3 차원 박리(Three dimensional

separaton)를 일으키게 될 때 생성된다. 이러한 말

굽와류는 다양한 공력현상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외부유동, 각종 내부유동(Turbomachinery

등)에서 2차 와류 등을 일으키거나 juncture 영역 근처

에서의 국소 열 전달과 전단력(Shear stress), 소음등의

발생 야기 하게 된다. 말굽와류의 특성은 (Ballio et

al.(1998), Baker (1980), Khan and Ahmed (2005), Seal et al

(1997), Simpson (2001), Visal (1991)) 등에 의해 수치해

석적, 실험적인 검증이 되어져 왔다. Fig.1.은 축류 압

축기의 Shrouded cavity를 갖는 정익단을 나타내고 있

다. 여기서 정익(Stator)의 상류에 캐비티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로서 상류의 주흐름은 캐비티를 지난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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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전연(Leading edge)과 Inner-band 의 Juncture 영역

에서 Juncture vortex가 생성되게 된다.

Fig.1. Shrouded cavity compressor single stator

Fig.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익의 Juncture 영역에

서 발생한 Juncture vortex는 패세지(Passage)안으로

들어가면서 패세지 내부에서 2 차 와류로서 성장

하게 된다.

Fig.2. Secondary flow developed by horseshoe

vortex inside passage

이러한 2 차 와류(Secondary vortex)는 정익단의 패

세지 손실(Passage losee)을 일으키게 되면서 공력

성능을 상당히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과 폐해를 일으키는 말굽와류

(Horseshoe vortex)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진

행되어져 왔다. Philips et al (1991)는 흡입구(Suction

slot) 을 이용하여 말굽와류를 제거하는 실험을 하

였고, Johnsons et al(1994)는 상류홀(Upstream hole)에

서의 불어내기(Blowing rate)와 흡입(Suction rate)를

조절하면서 Fuselage 앞에서의 역압력 구배의 변화

와 상류에서의 Primary separation 의 위치변화들을

통해 말굽와류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맥락으로 본 실험에서는 상류 캐비티가

실린더 주위의 말굽와류에 미치는 영향과 말굽와

류의 세기의 변화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실험 모델 및 방법

Fig.1 Plane view

Fig.3. Schematic of cylinder and upstream cavity

model

Fig.3.은 본 실험의 실린더와 캐비티 모델을 나

타낸다. 실린더 및 상류 캐비티 모델의

Parameter 는 Table.1 에서 볼수있다. 상류 캐비티

는 실린더 축을 기준으로 Gl 상류에 존재하게

되는데, 깊이-너비 비가 1을 갖는다.

Table.1. Parameters of cylinder model

Cylinder Diameter, D(mm) : 50

Channel Width,W (mm) : 300
Height,H(mm) : 180

Blockage ratio,

D/W : 0.1667

Upstream

cavity
Width,Gw (mm) : 30

Depth, Gd (mm) : 30
Gap, Gl (mm) : 15

Aspect ratio,

Gd / Gw : 1

Open-type 풍동을 사용하였고, 실린더 상류 ReD

는 18600 이다. 상류의 속도는 Hot-wire Probe 를

사용 하였고, Symmetry plane에서의 속도장 측정

은 Particle image velocitmetry(PIV)을 이용하여 실

더 전연 앞에서의 말굽와류의 정상(Steady state)

상태의 이미지를 확인하므로서 캐비티로 인한

실린더 상류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Circulation 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3.실험 결과 및 토론

3.1. 실린더 주위의 유선 변화

실린더 주위에서의 유동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캐비티가 있을 때와 없을 경우에서의 오일염



색기법을 실행한 결과를 Fig.4에서 나타낸다.

Fig.4(a)에서는 상류 캐비티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 실린더 주위의 말굽와류를 나타내는데, 실린

더 상류 -1.3D 위치에서 Primary separation 이 관

찰되고 -0.7D 에서 Secondary separation 이 관찰

된다. 이 결과는 Ballio et al(1998)에 의해 실험되

어지고 발켜졌던, (0.8D<λs<1.5D) 결과에 의해 확

인되어진다. 반면에 상류 캐비티가 있는 경우에

는 캐비티 상류에서는 박리점(Separation)이 보이

지 안으며, 캐비티 하류( 캐비티 하류 edge 와

실린더 전연 사이)에서 Primary separation 이 발

견되고 또한, Attachment 를 볼수있다. 이것은 캐

비 상류 edge 에서 separation 된 흐름이 캐비를

지나면서 다시 바닥에서 접합하면서 생긴것이다.

또한, 실린더 표면에서 발생하는 박리선이 캐비

티가 없는 경우보다 상류 캐비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퍼지는 것을 볼수있는데 이것은 실린더 하

류에서도 영향을 가져옴을 짐착할 수 있는 증거

가 된다.

(a) Without upstream cavity ( reference )

(b) With upstream cavity

Fig.4 . Endwall flow images in both cases

3.2. 대칭면(Symmetry plane)에서의 유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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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ith upstream cavity

Fig.5 . Flow field in symmetry plane obtained by PIV

실린더상류에서 실린더 스팬 방향 구조(Vertical

flow structure) 을 확인 하기 위해 PIV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Baker(1980)는 실린

더 상류에서 two-vortex system( two pairs of counter-

rotating포함)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Fig.5(a)에서는 x/D= -0.7,-0.95에서 두개의 vortex를

관찰 할수 있다. 이것은 Baker 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갖는다. 하지만, counter-rotating

vortex 는 바닥에서 아주 작은 크기이므로 이미지

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Fig.5.에서 측정된 이미지는 시간평균(time averaged

steady state) 이미지로 말굽와류를 대표하지는 않는

다. 그 이유는 말굽와류는 상류 경계층에서의 속

도 변화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Vorticity 의 값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정상상태(Steady state) 에서 보여지는 말굽와

류의 유동장으로부터 모든 data를 검증하였다.

캐비티 내부에서는 재순환(recirculation)이 보이고

또한, 실린더 전연(Leading edge)에서는 캐비티가

없는 경우보다 작은 크기의 vortex 가 확인되어지

고, 실린더 전연쪽으로 vortex 가 이동하는것을 확

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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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Y Vorticity field of symmetry plane

Fig.6는 같은 영역에서Y vorticity field of symmetry

plane을 구한것이다.

Y vorticity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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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w 는 z 방향의 속도 성분이고, u 는 x 방향

의 속도 성분이다. 이 결과값으로부터 실린더 전

연과 캐비티 하류 edge 사이에 Control contour 을

잡고 Circulation 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캐비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상류에 캐비티가 존재하는 경

우 약 78%의 큰 감소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것

은 실린더 전연에서의 Circulation 값이 실린더 주

위에서 발생되어져 나가는 말굽와류의 세기를 짐

작할수 있는 값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실린더 주위에 발생하는 말굽와류가

상류 캐비티로 인해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볼수있다

고 하겠다.

3.3. 상류 경계층 조건

캐비티로 인한 Circulation 값의 감소는 상류 경

계층의 조건으로부터 설명 되어 질수 있다.

먼저 Fig.7(a)는 실린더 상류의 압력 구배를 나타

내는 것으로 먼 상류인 x/D=-4.4 에서는 캐비티가

없을때와 있을 때 같은 값을 갖는다. 하지만 캐비

티가 있는 경우 캐비티 상류에서는 정압력 값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수있으며, 또한 캐비티 하

류에서는 캐비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승하는 것

을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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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itudinal adverse pressure gradient

(b)Velocity profile without cavity

(c)Velocity profile with cavity

Fig.7 . Upstream condition in symmetry plane

Fig.7.(a)에서 볼수있듯이 상류의 압력 구배는 실린



더앞에서의 대칭면(Symmetry plane)으로 들어오는

속도 Profile 을 변화시키게 된다. Fig.7(b)는 캐비티

가 없는 경우의 각 상류점에서의 속도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x/D=-4.4에서 캐비티가 있는 경우와 같

은 값을 갖는다. 이로서 먼 상류에서는 두경우 모

두 상류 조건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어, 먼

상류 조건의 차이로 인한 변화가 아님을 확인하고

단지 상류 캐비티만으로 실린더 전연에서의 말굽

와류의 세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을수있

다. Fig.7(c)에서 캐비티위를 지나는 속도 Profile 은

바닥면으로 갈수록 속도 구배가 작아지는 것을 확

인할수있었고, 또한 캐비티에서 slip 조건이 된다.

하지만, 캐비티를 지난 흐름은 다시 바닥에 접합

되면서 경계층이 다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캐

비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경계층의 두께가 얇아

지게 되는 동시에 x/D=-0.68 에서의 free stream 의

속도가 캐비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할수있다. 이것은 말굽와류의 세기의

주요 Source인 상류 경계층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Fig.8는 x/D=-0.68에서

경계층에서의 Convection vorticity값을 나타내는 것

이다. 캐비티로 인하여 경계층에서의 Vorticity 의

값을 21%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수있다. 즉, 상류

캐비티는 실린더로 접근하는 속도를 줄이고, 또한,

실린더 전연으로 들어오는 경계층을 얇게 하는 것

으로 Circulation 의 값을 상당히 낮게 하는 역할을

하여, 실린더 주위에 생기는 말굽와류의 세기를

상당히 줄일수있게 되는 것이다

Fig.8. Approaching convection of vorticity at x/D=-

0.68

4. 결과

(1) 캐비티가 없는 경우 실린더 전연에서 2 vortex

system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2) 캐비티가 상류에 있는 경우 1 vortex가 존재

는 것을 실린더 주위의 Juncture 영역에서의 바닥

유동장과 PIV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3) 상류에 존재하는 캐비티는 실린더 전연에서

재하는 말굽와류의 세기를 78%정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상류 캐비티는 상류에서 접근하는 경계층의

두께를 얇게 하면서, 동시에 속도 저감을 야기

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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