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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및 SAS 난류모형을 적용한

함정 공기유동 수치해석 연구

[국문 요약]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김 경 보

  함정에서 헬리콥터 운용은 해상상황 및 함정 구조물로 인해 발생된 난류유동 때

문에 매우 위험하다. 전산유체역학을 통해서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을 해석하면, 함

정 주위에서 발생하는 난류유동특성의 연구뿐만 아니라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시뮬레

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 source CFD toolbox인 OpenFOAM과 

hybrid LES 중 하나인  SST SAS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

을 해석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형상은 TTCP에서 제안된 SFS2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치 격자는 SIEMENS 

STAR-CCM+의 trimmed cell mesher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수치해석은 OpenFOAM 

v4.1 버전의 pimpleFoam 솔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hybrid LES인 S-A 

IDDES 난류모델과  SST SAS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함정 주위의 비정상 난류

유동을 해석하였다. 헬리덱 상부에서의 평균 유동, 유동의 섭동성분 결과로 실험 및 

기존연구와 비교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OpenFOAM에서  SST SAS 난류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결과가 기존의 상용프로그램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SST SAS 

난류모델을 사용한 계산이 S-A IDDES를 적용한 경우보다 조금 느렸지만, 일부면에

서 실험과 더 가까운 값을 보이며, 함정 공기유동 해석에 적용하였을  때 S-A 

IDDES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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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함정에서의 헬리콥터 운용은 해상상황 및 함정 상부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

상적 공기유동과 헬리콥터 로터에서 발생하는 유동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매우 위험

하다. 함정 상부구조물에 의한 공기유동은 함정의 구조물에 의해 발생된 박리와 와

로 인해 비정상상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해상상황과 함정 주위의 난류유동

에 의해서 함정이 피치(pitch), 롤(roll), 요(yaw)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공기유동

은 더욱 예측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게 된다. 함정 주위에서 운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 이러한 비정상 유동 속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자세 유지 및 착륙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헬리콥터가 함정 헬리덱에 착륙할 때, 함정 상부구조물에 의해 발생한 

난류유동이 헬기 로터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헬리덱이 피치, 롤, 요를 가지

고 움직이기 때문에 착륙과정은 매우 위험하다. 그림 1은 NH-90의 착륙 장면을 나

타내었다.

그림 1. NH-90 함정 헬리덱 착륙 장면

(Vidale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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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헬리덱에 착륙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

황에 따라서는 안전한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위험

을 줄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운용하기 전에 ship-helicopter operating limits (SHOLs)

를 통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first of class flight trials (FOCFTs)을 실시하게 된다.[1] 

SHOLs의 예시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바람의 상대속도와 방향에 따라 운용범위를 

설정한다.[2] SHOLs는 공기의 속력과 유동의 방향을 기준으로 헬리덱 착륙을 수행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며, FOCFTs는 함정에서 지속적으로 헬리콥터를 운영하기 

위해 시설 평가, 장비 보정, 헬리콥터 유형과 선박 유형 사이의 적합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수십 시간의 비행과 이착륙을 반복하는 일로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그림 2. Ship/helicopter operating limits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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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주위에서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성

을 줄이기 위한 운용평가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

성을 줄이고 운용평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활용이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은 이미 보편화 단

계에 접어들었으나, 훈련의 효과는 시뮬레이터의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

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함정 주위 공기유동 모델링의 개선이다. 일반

적인 상황과 달리 함정 주위 헬리콥터 운용과 같이 유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공기유동 모델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공기유동 모델링이 잘 된 비행 시

뮬레이션의 경우, 함정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실

제 해상에서 얻은 SHOLs를 보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3]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난류유동 모사나 난류유동과 헬리콥터 로터와의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며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런 점에서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난류유동 해석은 공기유동 모델링 개선을 위한 좋

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함정 주위의 난류유동 결

과를 얻으면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난류특성을 연구할 수 있고, 함정 주위의 난류

유동 결과는 훈련 시뮬레이션의 공기유동 모델링의 보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University of Liverpool의 HELIFIGHT 비행시뮬레이터를 나타내었

다.[4]

그림 3. HELIFIGHT 비행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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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시뮬레이션의 보완을 위해서는 함정 주위에서 발생하는 유동정보를 보다 정

확히 제공해야 하는데, 비정상 난류유동을 고려하기 위해 평균 유동장 결과뿐만 아

니라 난류 섭동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정상적 특성을 가지는 난

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류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비정상적 난류 계산

을 위해 direct numerical simulation(DNS)와 large eddy simulation(LES), hybrid 

LES(detached eddy simulation(DES), scale-adaptive simulation(SAS)) 등을 사용할 수 있

는데,  DNS의 경우, 비싼 계산비용 때문에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과 같은 큰 스케일

의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 LES와 hybrid LES는 병렬 계산과 컴퓨팅 성능의 향상으

로 인해 최근 다양한 공학문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난류유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LES, hybrid LES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LES는 큰 난류구조는 직접 계산을 하고, 작은 난류구조의 

경우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한다. LES의 경우,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지만, 필터

크기에 따라 비정상 난류유동 모사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벽면 주위에는 상

당히 조밀한 크기의 격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격자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hybrid LES의 경우, LES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

식 사이의 정확도를 가진다. Hybrid LES의 대표적인 방식인 DES는 격자수준을 바

탕으로, LES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영역과 RANS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영역을 구분

하여 계산한다. DES는 표면근처에서 LES만큼의 정확성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계산

에 필요한 자원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DES 역시 LES만큼 엄격

하진 않지만 상당히 조밀한 격자를 필요로 하며, 격자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hybrid LES 중 하나인 2-equation SAS는 Menter가 제안한 모델로서, RANS 방정식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SAS는 속도상관관계와 von Karman length scale을 통해 난

류구조의 크기를 계산하며, 이를 기반으로 난류를 해석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델

은  SST SAS 난류모델로 Menter 등[5]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SST SAS 

난류모델은  SST 난류모델의 방정식에  라고 하는 소스항을 더한 형태

로 나타낼 수 있다. 난류구조의 크기를 계산하여 비정상 난류유동을 해석할 수 있

는  난류모델을  SST 모델의 형태로 변환하여 만들어졌다. RANS 방

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나 LES, DES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며, LES보다 계산비

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DES와 같이 격자 크기를 직접적으로 계산에 사용

하지 않고, 난류구조 크기를 계산하여 난류유동을 모사하므로, 초기 DES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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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계산결과의 불연속과 같은 문제들을 애초에 가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6] 

Egorov 등[7]의 URANS, SAS의 난류구조 해석 정도 비교 그림을 아래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SAS의 결과에서 URANS의 결과와 달리 날개에서 발생하는 작은 난류구

조를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4. 난류구조 해석 정도 비교 (a)  SST URANS, (b)  SST SAS

  LES와 hybrid LES는 공학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ANS 방정식 계산에 비

해 계산자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컴퓨팅 파워의 증가와 병렬계산을 통해서 최근 연

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OpenFOAM은 open source CFD toolbox로 타 상용프로

그램과 달리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픈소스인 만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용 인터페이스의 불편함이 있지만,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서 개선

되었으며, 최근 많은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 IDDES와 함께 DES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는  SST SAS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대규모 박리가 일어나는 함정 공기유동의 문제를 전산해석하

였다. OpenFOAM을 이용하여, S-A IDDES,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한 전산

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참고자료들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SST SAS 난류모델이 함정 주위 공기유동과 같은 대규모 문제에서 비정상 난

류 거동을 잘 모사하는지 확인하고, hybrid LES의 대표격인 DES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성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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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연구

  초기 및 일부 최근 시뮬레이션은 RANS 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Reddy 등[8]은 150만개의 격자를 사용해서 th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TTCP)

에서 제안한 simple frigate shape(SFS)를 전산해석했다. 아래의 그림 5에 을 이

용하여 계산 된 벡터장이 나와있다. 격자에 따른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격자수를 사용한 계산에서도 결과가 수렴하지 않고, 와류가 비대칭성을 보였

다. Roper 등[4]은 SFS와 TTCP에서 제안된 또 다른 함정 모형인 SFS2에 대해서 

,  두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두 난류모델 간 결과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실험과 유사한 결과의 평균 유동장을 얻었다. RANS 방정식을 사용한 계

산의 경우 적은 계산자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 평

균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 조종사의 작업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

정상적인 유동의 거동을 모사하기에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계산 된 벡터장

  유동의 비정상적 난류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DNS, LES, hybrid LES 등을 이용

할 수 있는데,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 문제의 경우 계산영역이 크고, 높은 레이놀즈 

수를 가지기 때문에 DNS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계산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비정상 유동을 전산해석 할 수 있는 LES와 대표

적인 hybrid LES인 DES를 사용하여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을 해석하였다. Zhang 등

[9]은 SFS2 모형을 약 250만개의 격자에서 LES를 이용하여 평균속도와 주파수영역

에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비정상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Thornber 등[10]은 약 

800만개의 격자의 LES를 사용하여, 실험과 매우 유사한 평균 유속과 난류강도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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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orrest 등[11]은 DES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실스케일의 SFS2 모형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타 함정의 경우로 확장하여 계산하였으며,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한 유동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 변화에 따른 함정 주위 유동 특성

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림 6에는 Forrest 등[11]의 SFS2 해석의 시간 평

균속력과 순간속력이 나타내었다. 순간속력의 그림에서 상부구조물에 의한 난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6. 평균속력과 순간속력 비교 (a) 시간 평균속력, (b) 순간속력

  함정 주위의 난류섭동 해석의 경우, 큰 계산영역이 필요하고 많은 계산자원을 필

요로 하는 난류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병렬계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

에 최근에는 라이센스 비용의 부담이 없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한 연구가 활

발하다. Linton 등[12]은 open source CFD toolbox인 OpenFOAM의 비압축성 솔버를 

이용한 LES가 SFS의 wind over deck(WOD) 상황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

었다. Yuan 등[13]은 OpenFOAM의 DES를 이용하여 SFS2를 계산하였고, Fluent로 계

산된 Forrest 등[11]의 결과와 비교하여 OpenFOAM DES 계산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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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치해석 방법

2.1 수치해석 방법

2.1.1 유동장 가정 및 지배방정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1. 유체는 비압축성이다.

2. 유체는 Newtonian fluid다.

3. 중력에 의한 힘은 무시한다.

  위의 가정을 고려하여 지배 방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1)




 


 


 

 
(2.2)

  전산유체역학에서 사용되는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에너지 방

정식에서 유체의 거동을 비압축성이라 가정하였다. 유체는 유체의 점성계수를 일정

한 상수로 가정하는 Newtonian 유체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력에 의한 운동량을 고

려하지 않았다.[14]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 해석을 위해 표준 해수면(standard sea level)의 공기 물성치

를 참고하여 필요한 공기의 물성치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적용하였다.

Properties Value

Density,  1.225 kg/m3

Viscosity,  1.789×10-5 N ․ s/m2

표 1. 공기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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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pimpleFoam

  비압축성 유동을 해석할 때,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되므로, 지배 방

정식은 연속방정식과 3개의 운동량 방정식을 풀게 된다. 미지의 변수는 압력과 속

도의 3개 성분을 포함해 총 4개가 있지만, 남아있는 지배방정식 중 연속방정식에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압력-운동량 커플링을 하게 된

다. 이 방법에는 semi-implicit method of pressure linked equation(SIMPLE)과 

pressure-implicit with splitting equation(PISO) 두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이 알고리즘

들의 공통점은 각 단계에서의 압력과 속도에 대해서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

동량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계속해서 값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본 계산에서는 비정상 난류유동 해석을 위해서 OpenFOAM에서 제공하는 

pimpleFoam 솔버를 사용하였다. OpenFOAM에는 압력-운동량 커플링 알고리즘을 사

용하는 simpleFoam과 pisoFoam, pimpleFoam 3가지 솔버가 있다. simpleFoam은 

SIMPLE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로 정상상태 계산에 사용된다. 

pisoFoam은 PISO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비정상 계산에 사용되며, 

Courant number가 1을 만족하게끔 시간간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pimpleFoam은 PISO와 SIMPLE을 결합한 PIMPLE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pimpleFoam은 simpleFoam과 달리 비정상 유동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으며, 

pisoFoam보다 큰 시간간격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impleFoam

에는 inner correctors와 outer correctors 두 가지 루프가 있으며, outer correctors를 1로 

두면 pisoFoam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 지정된 횟수의 inner correctors 또는 오차 범

위 내의 inner correctors값을 반환하면 다음 outer corrector로 넘어가며, 지정된 횟수

의 outer correctors 또는 오차 범위 내의 outer corrector값을 반환하면 다음 시간간격

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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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난류 모델

2.2.1 RANS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은 공학에서 난류를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식 중 하나로 난류유동을 Reynolds decomposition으로 접근한다. Reynolds 

decomposition은 시간 평균화를 기반으로 평균 부분과 섭동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

는 방식이다.

 ≡ 

 




  (2.3)

     ′  (2.4)

  기존의 지배방정식을 다시 시간 평균화를 하여 새로운 방정식을 도출하며, 다음

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뤄진다.

Linear term :

   (2.5)

       (2.6)

Non-linear term :

 
  ′′

   ′′

(2.7)

  기존의 지배방정식을 위의 방식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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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항은 Reynolds stress tensor라고 부르며, 이 항은 직접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가정을 통해서 이 항을 처리해야 한다. Boussinesq hypothesis를 통해 다음과 같이 

와 로 구할 수 있게 한다.

′′   



    (2.10)

  는 난류점성을 의미하며 는 난류강도를 말한다. 이 식을 풀기위해 추가적인 

수송방정식을 통해서 를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류모델은 

기반의 난류모델로, 와 의 식을 추가로 푸는 방법이다.

2.2.2  SST SAS

  본 연구에서 사용된 hybrid LES 중 하나인  SST SAS 난류모델은 

SST 난류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ST 난류모델은  난류모델과 

 난류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난류모델로서, 경계층 내부에는  난류모델의 

개념을 통해 추가적인 댐핑이 없이도 벽면에서 비교적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경계층 외부영역에서는  난류모델과 같이 거동하여 자유

류에서 민감한  난류모델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16]

  RANS 방정식의 난류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난류의 소산이 매우 빨라, 유동의 심하

게 불안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RAN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 유동을 해석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LES는 많은 계산자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hybrid LES의 개발이 이뤄졌다. DES는 대표적인 hybrid LES로 격자수준을 바탕으로 

RANS를 이용하는 계산영역과 LES를 이용하는 계산영역으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

여 비교적 싼 비용으로 큰 규모의 난류유동을 해석할 수 있게 했다.

   SST SAS의 경우, 부분적으로 LES를 이용하는 DES와 달리 전체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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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정상 난류유동을 해석할 수 있다. 유동장 내의 

비정상 유동영역에서 가 국부적으로 큰 값을 가지게끔 하여 소산이 적게 일어나

게 만드는 방법으로 비정상 난류유동을 모사한다.  SST SAS 난류모델은 간단

히는 식에 라는 소스항이 추가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x 


(2.11)




  


      

 


  




 


 (2.12)




   


  


  

 

 


  




 




 











 

(2.13)

  max




 

 



  ×


max








 







  





 (2.14)

     

       

   


  와 는 다음과 같이 혼합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은 모델링 된 난류 길

이 스케일로 


∙ 이다.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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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T SAS 난류모델은 난류크기를 계산하는 ,  난류모델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모델에 사용된   에 대한 수송방정식을 

 SST 난류모델의 에 관한 식으로 변환, 수정하여  SST SAS 모델이 만

들어졌다. von Karman length scale은 아래 식 (2.16)와 같이 나타내며, 속도의 1차 편

미분을 속도에 대한 2차 편미분으로 나눈 형태이며, 가속도의 변화가 심할수록 그 

크기가 작아진다. 결국, von Karman length scale이 작아지면 가 커지고, 난류점

성계수인 가 감소하면서 유동장에 난류구조가 발생하게 된다.[17]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18,19]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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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조건

3.1.1 수치 형상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th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TTCP)에서 제안된 단순화된 함정 

모형 중 하나인 simple frigate shape2(SFS2)를 사용하였다. 형상의 세부수치는 [13]를 

참고하여 생성하였고 아래 그림 7과 같다. 계산영역의 크기는 기존문헌[11,13]를 참

고하여 생성하였다.

그림 7. Simple frigate shape 2

  함정의 형상은 그림 7과 같이 함정을 단순화한 모형으로, 수면 위쪽의 형상만 존

재한다. 날카로운 선수를 가지며, 긴 상부구조물과 굴뚝, 헬리덱이 있다. 전체 길이

는 1386.84mm, 전체 폭은 137.16mm으로 실제 크기를 1:100으로 소형화하였다.

  계산영역은 Forrest 등[11]과 Yuan 등[13]의 문헌을 참고해서 그림 8과 같이 정했

다. 함정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격납고 위치를 중심으로 5L만큼의 길이를 가지

는 C-H type의 계산영역을 생성하였다. 상하로의 높이는 선박 길이에 0.75배에 해당

하게 생성하였다. 

  경계조건은 그림 9에 나와 있다. 상하면으로는 미끄럼 벽면(slip wall)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는데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NRC)의 실험에서는 공기 흡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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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의한 경계면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11] C-H type의 반원과 

그와 이어지는 두 개의 직선 영역에는 속도 입구(velocity inlet) 경계조건을 적용하였

다. 그리고 유동이 나가는 뒷면에는 압력 출구(pressure outlet) 경계조건을 적용하였

다.

그림 8. 계산영역

그림 9.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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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치 격자

  Hybrid LES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DES를 제안한 Spalart 등[20]의 문헌을 참조

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또한, 큰 규모의 박리가 주가 되는 유동의 경우,  조건

에 따른 영향이 작다는 Forrest 등[11]과 Yuan 등[13]의 내용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 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생성하였다. 격자계는 STAR-CCM+의 trimmed cell 

mesher를 기본으로 하고, 표면에 조밀한 격자를 생성해주는 prism layer mesher를 추

가로 적용하였다. trimmed cell mesher는 비정렬 격자계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정육

면체의 격자를 우선적으로 생성한다. 격자크기의 변화는 2배의 길이로 이뤄진다. 

즉, 면적은 4배, 부피는 8배의 변화가 생긴다. 함정 모형의 표면에서 가장 조밀한 

크기의 격자가 생성되게 하였으며, 함정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격자가 커지게끔 하

였다. prism layer mesher는 표면 위로 두께가 얇은 격자를 생성하게끔 하는 기능으

로, 표면에서 비교적 두께가 얇은 직육면체의 격자를 생성하고, 뾰족한 선수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적용하였다. 그림 10에 수치 격자의 전반적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정

육면체의 격자들이 함정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수치 격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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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lart 등[20]에 따르면 격자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 DES의 계산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동의 특성에 따라서 계산영역을 크게는 Euler region(ER), RANS 

region(RR), LES region(LR)로 나누어 영역 별로 다른 전략으로 격자를 생성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헬리덱 주위를 LR의 하나인 focus 

region(FR)으로 설정하였다. FR에 상대적으로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여, 선박에서 박

리되어 나온 유동과 와류의 해석을 보다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Focus region 설정

  FR은 헬리덱에서 격납고 높이만큼의 높이를 가지는 육면체를 기준으로 일정길이 

확장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길이의 약 30~40%에 해당하는 길이로, 각각 선박 

길이 방향 160mm, 빔 방향 100mm, 높이 방향 48mm를 확장하였다. FR 내부 격자의 

크기는 함정 모형 표면에서의 격자와 동일한 크기로 통일했다.

3.1.3 격자 의존성 시험

  수치해석에 있어서 적절한 격자 구성은 해석 시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결과

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격자 의존성 시험

을 진행하였다. 헬리덱에서 격납고 상단부 까지의 길이를 H(60.96mm)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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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크기 는 각각 H의 0.02, 0.04, 0.08배로 지정했다. 다수의 문헌[11,13]에서 기

준 길이 기준 0.03~0.08배를 사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세 가지 격자계를 이용하여 격

자 의존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격자 수준에 따른 격자 크기와 격자수를 아래 표 2

에 나타내었다.

 0.02 0.04 0.08

Focus region (mm) 1.219 2.438 4.877

Number of cells ~10M ~2.2M ~0.63M

표 2. 격자 수준에 따른 초기 격자계 구성

  타 함정 주위 공기유동 해석의 경우, 격자수준에 따른 결과차이가 크지 않거나, 

눈에 띄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Reddy 등[8]의 경우, 다양한 격자계를 

이용하여, 평균속도를 확인하였는데 수렴하지 않았다. Forrest 등[11]의 경우, 평균속

도와 속도편차를 확인하였는데, 결과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12은 SFS2의 헬리덱 상부에서 속도를 수집하는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H와 

b, dl은 각각 격납고 높이, 함정 폭 방향 길이, 헬리덱 길이를 의미한다.

그림 12. 시간 평균속도 데이터 수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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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와 같은 헬리덱 상부에서 평균화된 속도를 확인하여 그림 13의 (a)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프의 x축은 폭 방향의 좌표를 함정 폭 길이로 나누어 표현하였

고, y축은 길이방향 속력을 입구유동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실험값과 참고값은 각

각 NRC의 실험과 CFD 계산결과를 의미한다.[13] 본 연구 역시 격자수준에 따른 결

과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속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헬리덱 상부에서의 평

균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함정의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으로 격자 의존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표면에서의 압력으로 진행한 시험의 결과는 그림 13의 (b)에 나와있다. 

그래프의 x축은 선수부터의 함정 길이 방향 위치를 함정 전체 길이로 나누어 무차

원화 하였고, y축은 압력을 의미한다. 함정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의 경우, 평균속도

를 이용한 계산과 달리 격자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결과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것을 

그림 13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격자의존성 시험을 한 결과, 격자수준을 

=0.04로 결정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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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3. 격자 의존성 시험 (a) 헬리덱 위에서의 길이방향 평균속도

(b) SFS2의 폭 기준 중앙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

  

  동일한 방식으로 green 45° wind 조건 역시 격자수준 0.04의 격자를 생성하

였고, 유동조건에 따른 격자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0.04

Focus region (mm) 2.438

Number of cells
Headwind ~2.2M

Green 45° wind ~2.6M

표 3. 격자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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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 결과는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NRC)의 2m×3m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실험은 hot-film 기법을 사용하여, 1:100으로 축척된 SFS2 모델 주위

의 유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동 기관에서 수행한 Yuan 등[13]의 수치해석 결과와 

함께 비교하였다. 함정 높이 방향의 수치해석 데이터는 실스케일의 SFS2를 전산해

석한 Forrest 등[11]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시간 평균 데이터의 경우, 앞서의 그림 12

의 점선의 위치에서 수집하였다.

3.2.1 Headwind 조건

  Headwind는 바람이 선수에서 선미 방향으로 향하는 맞바람을 의미한다. NRC는 

모형스케일에서 60m/s의 입구 유동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계산은 각각의 RANS 

계산을 수행한 뒤, S-A IDDES와  SST SAS을 적용한 계산을 진행하였다. 시간 

평균화는 자유류가 함정 길이의 약 120배 이상을 이동하는 시간만큼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14에 S-A IDDES를 이용하여 해석한    평면에서의 순간속력과 시간 

평균속력을 나타내었고, 그림 15에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얻은 순간

속력과 시간 평균속력을 나타내었다. 속력의 범위는 0부터 입구유동인 60m/s로 지

정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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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4. Headwind 조건에서 S-A IDDES 난류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의 속력

(a) 순간속력 (b) 시간 평균속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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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5. Headwind 조건에서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의 속력

(a) 순간속력 (b) 시간 평균속력

  난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Q-criterion = 4,000,000/s2을 이용하여 iso-surface를 나

타내었다. Q-criterion은 난류구조를 3차원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국부적인 전단 변형률 속도(shear strain rate)와 와도(vorticity magnitude) 사이의 균형

을 나타내며, 와도가 변형률 속도보다 큰 영역을 와류로 정의한다.[21] iso-surface의 

색은 순간의 속력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6을 통해서 두 case 모두 난류섭동이 발생

하고, 헬리덱 상부로 강한 와류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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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6. Headwind 조건의 난류 구조(Q=4,000,000/s2)

(a) S-A IDDES (b)  SST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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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난류모델의 시간 평균속도를 실험결과[11]와 참고문헌 결과[13]와 비교하여 그

림 17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y축은 평균 유동속도를 입구유속인 60m/s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형상기준 y축의 좌표를 함정의 폭 방향 길이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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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17. Headwind 조건의 시간 평균 무차원 속도 그래프 (a) 길이 방향

(b) 폭 방향 (c) 높이 방향

  평균 유속의 경우, 실험과 타 참고문헌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길이 방향 속도인 u, 폭 방향 속도인 v, 높이 방향 속도인 w 모두 동일한 

격자에서 두 난류모델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17의 (a)의 경우, 그래프

의 x축 양단에서 참고문헌보다 실험에 더 가까운 결과를 얻었으며,  SST SAS 

난류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근에서 x축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가 컸다. 

이는 굴뚝에 의한 효과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난류모델의 시간 난류강도를 실험결과[11]와 참고문헌 결과[13]와 비교하여 그

림 18에 나타내었다. 유동의 난류강도를 길이 방향, 폭 방향, 높이 방향으로 확인하

였다. 각각 유동의 표준편차를 입구 유동 속도로 나눈 뒤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  ∞

Var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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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8. Headwind 조건의 난류강도 (a) 길이 방향 (b) 폭 방향 (c) 높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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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류강도 역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두 가지 케이스가 실험과 참고문헌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평균속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격자에서 두 난류모델의 

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제척으로  SST SAS 난류

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S-A IDDES 난류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낮은 난류강도를 보

인다. 그리고 그림 18의 (c)의  SST SAS의 결과가 참고문헌 결과와 비슷하게 

  부근에서 값이 일정하지 않고 x축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난

류강도의 경우, 세 방향 모두에서 참고문헌에 비해 x축 양단의 결과가 실험에 가까

운 값을 보였다. 

3.2.2 Green 45° wind 조건

  선박의 후미에서 선수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면을 starboard, 좌측면을 port라고 

한다. 또한, starboard쪽 방향을 green, port쪽 방향을 red라고 표현한다. 캐나다의 

NRC는 모형스케일에서 50m/s의 유속으로 green 45° wind 유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계산영역의 설정을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각도는 함정 모형은 고정된 상태

에서 C-H type의 계산영역만 회전하여 입구유동을           

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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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Green 45° wind 조건의 적용

  각각의 RANS 계산을 수행한 뒤, S-A IDDES와  SST SAS이 적용된 계산을 

진행하였다. 시간 평균화는 자유류가 함정 길이의 약 120배 이상을 이동하는 시간

만큼 진행하였다. S-A IDDES와  SST SAS 난류모델을 사용한 유동해석의 

   평면에서의 순간속력과 시간 평균속력을 그림 20와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속

력의 범위는 0부터 입구유동인 50m/s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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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0. Green 45° wind 조건에서 S-A IDDES 난류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의 속력

(a) 순간속력 (b) 시간 평균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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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 Green 45° wind 조건에서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의 

속력 (a) 순간속력 (b) 시간 평균속력

  난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Q-criterion = 5,000,000/s2을 이용하여 iso-surface를 나

타내었다. iso-surface의 색은 순간속력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2와 같이 S-A IDDES 

난류모델과  SST SAS을 적용한 계산에서 Q-criterion를 통해 난류섭동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함정의 옆쪽 벽면에서 생긴 박리로부터 많은 와류가 발생하며, 함

정에서 떨어져 나온 와류가 헬리덱 상부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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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2. Green 45° wind 조건의 난류 구조(Q=5,000,000/s2) (a) S-A IDDES

(b)  SST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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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난류모델의 시간 평균속도와 난류강도를 실험결과[11]와 참고문헌 결과[13]와 

비교하여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y축은 평균 유동속도를 입구유속인 

50m/s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형상기준 y축의 값을 함정의 폭 

방향 길이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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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23. Green 45° wind 조건의 시간 평균 무차원 속도 그래프 (a) 길이 방향 

속도 (b) 폭 방향 속도 (c) 높이 방향 속도

  Green 45° wind 조건의 평균 유속은 headwind와 달리 해석한 결과가 참고문헌들

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험과 참고문헌의 결과 

역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green 45° wind 조건인 만큼 그래프 우측은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에서는 실험과, w에서는 실험, 참고문헌 모두와 결과 

차이를 보였다. u의 경우 장애물이 없는 구간에서 ∞ 가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데, 이는 실험에서의 오차로 보인다.

  유동의 길이 방향, 폭 방향, 높이 방향 난류강도를 실험결과[11]와 참고문헌 결과

[13]와 비교하여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각각 유동의 표준편차를 입구유동속도로 나

눈 뒤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식 (3.2)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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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4. Green 45° wind 조건의 난류강도 (a) 길이 방향 속도 (b) 폭 방향 속도 

(c) 높이 방향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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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실험과 참고문헌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몇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실험 결과보다는 참고문헌의 결과와 더 가

까운 수치를 얻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실험환경과 혹은 측정에서의 오차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T와 T의   이상에서는 0에 가까워지며 실험과 비슷한 결

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영역, 즉 격납고 측면에 영향을 받는 유

동영역에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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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CFD 프로그램인 OpenFOAM을 이용하여, 함정 주위의 

공기유동을 해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유동해석을 위해 난류섭동을 해석 할 수 있는 

hybrid LES 중  SST SAS 모델을 사용하였고, 정확성 및 적용가능성을 연구하

였다.

  함정의 형상은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뤄졌던 SFS2 함정 모형을 사용하였고, 격자

계는 육면체 비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표면에서의 평균 압력계수를 기준으로 

격자 의존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약 250만개의 격자수를 가지는 격자계가 선정되었

다. Headwind인 경우와 green 45° wind 조건의 경우를 전산해석하여, 헬리덱 상부에

서 유동의 특성들을 해석하였다. 기존문헌의 결과들과 기존문헌에서 많이 다룬 S-A 

IDDES,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한  SST SAS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penFOAM의 pimpleFoam 솔버를 이용한  SST SAS 해석은 비정상 난류유

동의 모사가 가능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결과들과 S-A IDDES 해석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비교적 형상이 단순하지 않은 본 연구의 계산조건에서는 동일한 격자계에서 두 

난류모델 간의 결과차이는 크지 않았다.

(3)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한 계산은 S-A IDDES를 적용한 계산에 비해서 

약 5% 정도 계산 시간이 더 걸렸으며, 대체적으로 난류강도가 낮게 해석되었다. 

(4)  SST SAS 난류모델을 적용한 계산이 그림 18 (c)의      영

역의 결과와 같이 S-A IDDES의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값의 변동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함정 공기유동과 같은 문제에서 OpenFOAM을 이용한 

S-A IDDES 계산이 일반 상용프로그램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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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ST SAS 난류모델은 S-A IDDES 계산에 비

해 약간 느리나, 대표적인 hybrid LES인 S-A IDDES와 실험, 참고문헌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A IDDES와  SST SAS 난류모델이 실험 및 참고문헌과 매

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비정상 난류유동 해석에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

지만, 다양한 격자수준에서 두 모델간의 결과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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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Study on Frigate Airwake

using DES and SAS Turbulence Models

Kim, GyeongBo

Depart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for Heavy Industries

University of Ulsan, Korea

  Helicopter operation in a frigate is dangerous due to turbulent flow caused by sea 

conditions and its interaction with frigate structures. Numerical analysis of the air flow 

around a frigate can be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of turbulent flow characteristics 

around a frigate, but also to simulation data for pilot training.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air flow around a frigate using OpenFOAM, an open source CFD toolbox with 

 SST SAS turbulence model, which is one of hybrid LES, and evaluate it. 

  The SFS2 geometry was derived from the SFS model proposed by TTCP and the 

numerical grid system was generated using the trimmed cell mesher of SIEMENS 

STAR-CCM+.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pimpleFoam solver of 

OpenFOAM v4.1. An unsteady turbulent flow around the frigate was analyzed using 

 SST SAS turbulence model and S-A IDDES turbulence model, which are 

representative of hybrid LES model. The time averaged velocity and its fluctuation 

components measured above the helideck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and other 

published CFD results.

  Although computation with the  SST SAS turbulence model in OpenFOAM is 

slightly slower than S-A IDDES, it demonstrated better 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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