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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및 공동 모형에 따른 러더 캐비테이션 예측 

수치해석 연구

[국문 요약]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이 가 빈

 캐비테이션은 기계 부품을 침식시키고, 성능을 저하시켜 소음, 진동 및 전체 시스

템의 동요를 유발한다. 캐비테이션 해석은 비점성 포텐셜 유동 가정을 기반으로 하

는 방법과 점성유동 나비어-스톡스(Navier-Stokes) 방정식 기반의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

의 경우, 비점성 포텐셜 유동 가정을 통한 캐비테이션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받음각이 클 때 발생하는 re-entrance jet 현상에 의한 캐비테이션 형상

(shape)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RANS 방정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난류 및 공동 모델의 적용에 

따른 캐비테이션 예측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공개된 실

험값이 존재하는 NACA 66 (MOD) 익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2가지 

난류 모델(SST k-ω 모델, realizable k-ε 모델)과 2가지 공동 모델(Kunz 모델, 

SchnerrSauer 모델) 조합으로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난류 모델의 경우 k-ε 모

델과 k-ω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SST k-ω 모델이 더 적합하였으며, 캐비테이션 모

델의 경우 실제 캐비테이션 발생 현상에 초기 조건이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Kunz 모

델이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박 러더(rudder) 단면 형

상에 대하여 선박의 항해 조건을 고려한 세 가지 캐비테이션 수와 네 종류의 받음

각 조건에서 캐비테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수치해석은 리눅스 기반 오픈소

스 코드인 OpenFOAM을 이용하였으며, 수치 격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

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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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캐비테이션이란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액체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지면

서 액체 내부에 증기 기포 즉, 유체 내 공동이 생기는 현상을 지칭한다. 캐비테이션 

발생은 대부분의 수력 기계에서 기계의 침식, 성능 저하, 소음, 진동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동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기계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하여 해

결해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된다. 또한 주어진 운전조건 하에서 기계가 고성능 또는 

비속도가 클수록 공동화 및 손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가 진행되면서 선박의 후류에서 발생한 캐비테이션에 

따른 추력 손실로 인한 프로펠러 효율 감소, 선체 변동 압력 증가, 프로펠러, 타, 선

체의 표면 침식과 충격파를 수반하는 소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의 다양한 성능 예측 및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캐비테이션에 대한 정

확한 예측을 필요하며, 캐비테이션 발생량과 발생 위치 등의 파악을 통해 캐비테이

션 억제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위한 여러 캐비테

이션 예측 모델이 등장하였으나, 각 캐비테이션 모델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캐비테이션 모델을 난류 모델과 조합하였을 때 예측 성능을 비교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캐비테이션 해석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 조합을 도출하고, 이를 다

양한 유동 조건에서 선박 러더 캐비테이션 유동 해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1.1.1 쉬트 캐비테이션 (sheet cavitation)

   캐비테이션 현상은 익형 단면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캐비테이션의 발

생 위치는 유체와 익형 간의 받음각과 캐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에 의해 결정

된다. 쉬트 캐비테이션(sheet cavitation)은 층류 경계층이 박리되고 캐비테이션수가 

더욱 감소하면서 re-entrant jet가 발생하는 영역에서 기포의 링(ring) 또는 선(line) 형

태가 되어 발생한다. 받음각이 크지 않은 수준일 때 익형의 뒷면에 생성되는 음의 

압력으로 인하여 익형 전연(leading edge)에서 시작하여 얇은 층 형상으로 쉬트 캐비

테이션이 발생한다. 쉬트 캐비테이션 현상은 대체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안정적인 형태이지만 선체의 주요 진동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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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쉬트 캐비테이션은 액체에서 기화한 증기가 거의 증기압 수준의 고정된 

압력 하에서 기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기계 주위 유동장의 흐름을 변화시

킨다. 이러한 변화된 흐름 때문에 발생한 캐비테이션 내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주위

의 압력까지 변화하면서 기계 표면의 마찰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박리점의 위치

를 변화시킨다. 특히 후류에서 발생하는 쉬트 캐비테이션의 경우 후류를 증대시켜 

수력 손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1]

Figure 1 Sheet Cavitation in Tokyo University Laboratory

(http://www.1.k.u-tokyo.ac.jp/yama/fluidlab/Research/CavPictures/index_e.html)

1.1.2 구름 캐비테이션 (cloud cavitation)

   받음각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비교적 큰 값을 가질 때, 익형 형상보다 받음각이 

캐비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익형 후연(trailing edge) 부근에서 캐

비테이션이 발생한다. 불안정한 얇은 층 캐비테이션 일어난 뒤 후연 부근에서 발생

하는 구름 같은 모양의 캐비테이션으로 익형의 침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캐비테

이션이 성장하면서 re-entrant jet가 발생하여 캐비테이션 성장을 억제하면서 시간에 

따라 캐비테이션의 길이가 변화한다. re-entrant jet는 구름 캐비테이션 유동의 불안정

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익형 후연에서 역압력구배를 일으킨다. 또한 미끄러짐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캐비테이션 길이는 길어지고, 또 미끄러짐이 없거나 강도가 약

한 경우에는 re-entrant jet에 의하여 캐비테이션의 발산현상은 강하게 나타나면서 변

동이 크게 발생한다. 반면에 미끄러짐의 강도가 커지게 되면 캐비테이션의 불안정

성이 완화되면서 최대 캐비테이션 길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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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oud Cavitation in Tokyo University Laboratory

(http://www.1.k.u-tokyo.ac.jp/yama/fluidlab/Research/CavPictures/index_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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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현황

 

    Euler[3]가 수차 이론에서 캐비테이션 현상을 제시하면서, Barnaby 등[4]은 고속 

함정에서 프로펠러의 기능 장애 원인으로 캐비테이션을 지목하고, Parsons[5]는 최초

로 캐비테이션 터널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후 Shen 등[6]이 NACA 66 

(MOD) 형상[7]에 대해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Ahn 등[8]은 Shen 등[6]의 실험에서 사용한 유동 조건에 대해 Merkle 캐비테이

션 모델과 Spallart-Allmaras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 및 비정상 캐비테이션 유동

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Kang 등[9]은 압축성과 비압축성인 혼합 유체를 동시에 해석

하기 위하여 저 레이놀즈수 k-ε 모델과 Merkle 캐비테이션 모델을 조합하여 비정상 

상태 캐비테이션 유동을 해석하였다. Stigler 등[10]은 상용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

하여 NACA 0015 익형 모델의 2D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받음각에 따른 양력 계수

를 비교하였다. 또한 여러 받음각에서 압력분포 및 압력 계수를 실험값과 비교, 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단상유동(single phase) 모델과 다상유동(multi phase) 모델에 대

한 수치해석을 수행한 뒤, 캐비테이션 길이를 비교하였다. 이 때 단상유동 모델을 

사용한 경우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하여, 다상유동 모델에 비하여 캐비테이션 길이

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Choi 등[11]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를 토대로 realizable 

k-ε 모델을 사용하여 NACA 66 익형에 대한 캐비테이션 유동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1°와 4°의 받음각 조건에서 다양한 레이놀즈수 변화를 주어 약 10,000개의 셀

(cell)로 이루어진 격자를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Shen 등[6]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Yu 등[12]은 2D NACA 66 수중익 주

위 유동을 RANS SST k-ω 난류 모델과 Merkle, Kunz, SchnerrSauer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으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460,000개의 육면체(hexahedral) 수치 격자를 이용

해 해석하였다. 세 가지 캐비테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한 흡입면(suction side)에

서 양력 계수의 진동수와 진폭은 서로 잘 부합하였다. Satoshi 등[13]은 Y-11.7% 익

형에 대해 새로운 균일유동 모델을 적용하여 기존 SchnerrSauer 모델 기반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OpenFOAM의 SST k-ω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232,818 셀l 격자

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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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적

    캐비테이션 유동 해석은 크게 비점성 포텐셜 유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점성을 고려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포텐셜 유

동 방정식은 주로 선박의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수치 해석에서 예전에 빈번하게 사

용되었다. 그러나 포텐셜 유동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점성 유동 가정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유동과 물리적으로 불일치하며, 캐비테이션의 re-entrant jet 

현상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음각이 큰 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캐비테이션의 길이의 변화하는 비정상 캐비테이션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를 가진다.

    국내 연구의 경우, 기존에 대부분 포텐셜 유동을 기저로 한 패널법을 이용하여 

선박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성능 해석에 국한되어 이를 발전시켜왔다.[14] 하지만 

근래에 들어 균일 혼합물(homogeneous mixture) 모델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모델의 

등장으로 증기의 수송방정식에 근거한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한 캐비테이션 

예측 수치해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OpenFOAM[17]을 기반

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난류 모델과 캐비테이션 모델

의 조합을 통하여 하이드로포일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유동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먼저 기존의 실험값이 존재하는 NACA 66 (MOD) 익형 단면에 대하여 캐비테

이션 수치해석을 수행한 뒤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 4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우수

한 성능의 모델 조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박의 항해 조건에서 러더 단면

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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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치 해석 방법 

2.1 캐비테이션 유동의 물리적 특성 및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동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유체는 비압축성 점성유동이다.

2) 유체는 단열 상태로 가정한다.

3) 유체는 물과 증기의 균일한 혼합물로 가정한다.

    지배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다상유동

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3)

    식 (2.3)에서 는 물과 증기의 평균 밀도로서, 증기 체적분율(vapour volume 

fraction)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4)

2.2 난류 모델 

    유체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점성응력 성분은 6개의 추가적인 미지수를 

가지기 때문에 모델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점성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는 뉴턴 

유체를 사용하는 가정 하에서 시간평균을 사용해 레이놀즈 평균 나비어-스톡스 방

정식(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이 유도되며 식 (2.5)와 같이 표현된

다.




 


  







 


′′           (2.5)



12

    식 (2.5)의   항은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을 나타내며 Boussinesq 

가정에 따라 어떻게 레이놀즈 응력 항을 모델링하느냐에 따라 난류 모델링의 차이

를 보인다. 

1) Realizable k-ε 난류 모델

    기존 k-ε 난류 모델은 레이놀즈 응력 항이 평균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마치 점성

응력이 평균유동에 미치는 영향과 닮았다는 가정을 기반에 두고 있으며 식 (2.6)은 

기존 k-ε 난류 모델에서의 레이놀즈 응력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  




                       (2.6)

    식 (2.6)의 k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며 ε은 소산에너지를 나타낸다. 또한, 난류 

동점성 계속 는 소산에너지와 운동에너지 그리고 상수 값 를 이용하여 식 (2.7)

와 같이 나타낸다.

 


                              (2.7)

    또한, k와 ε의 수송 방정식과 전단에 의해 발생한 난류항 는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2.8)







 

 


  

 
 


  


   


    (2.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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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수 값    ,    ,    ,    ,   을 가

진다.

    그러나 기존 k-ε 난류 모델의 경우, 특히 벽면 근처의 유동에 대하여 비현실적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k-ε 모델에 대하여 

realizable k-ε 모델은 3가지 조건을 도입하였다.

    가변적인 을 통해 k값을 항상 양수로 설정하고, 슈와르츠(Schwartz)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ε항에 대하여 양의 항을 추가하는 등의 기존 모델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였다.[18]

Realizable k-ε 모델



 

  
 


  

 
 


            (2.11)





    



 




 
 


 

   (2.12)

    여기서, 상수 값         을 가진다.

    식 (2.11)과 (2.12)와 같은 개선을 통하여 realizable k-ε 모델은 역압력구배 해석

을 비롯한 박리, 재순환 유동 등에 적합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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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ω SST (shear stress transport)  모델

    기존 k-ω모델에서 k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며 ω은 소실율을 나타낸다. 또한, 

난류 동점성 는 소실율과 운동에너지 그리고 상수 값 를 이용하여 식 (2.13)와 

같이 나타낸다.

 


                            (2.13)



 

   
 


  

 


           (2.14)






   

 

 




 


 







   (2.15)

    위 식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16) 

    


   ,    
 



  ,   

 max


  tanh





min




max






 
 








              (2.17)    

 max







 

  tanhmax




 


               (2.18)   

    여기서, 상수 값       을 가진다. 식 (2.16) 속의 은 혼합함수

로써 해당 값이 1일 경우 경계층 내부를 의미하고, 0일 경우에는 관성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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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자유 유동이다. 

    기존 k-ω 모델은 벽면에 대해 과도한 예측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천이 유동에

서 천이가 시작되는 구간을 본래의 위치보다 앞선 위치로 예측하여 표면의 박리 이

후 발생하는 박리 기포를 매우 작게 예측한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Menter[18]는 k-ω SST 모델에 대해 에 대해 제한자(limiter)를 도입하여 난류 운동 

에너지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기존 k-ε 모델이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에 대해 적합한 모델이

며 k-ε 모델과 k-ω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k-ω SST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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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캐비테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 캐비테이션 터널에 유입되는 유체는 액체인 물(water)이며 빠른 유

속에 의한 국부적인 압력 저하로 인하여 기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익형 주위에서 증

기(vapour)가 발생한다. Table 1은 물과 증기의 물성조건을 나타낸다. 

항 목 water vapor

density () 1000 0.023

kinematic viscosity ()  ×   ×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Water and Vapor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에 균일혼합 모델을 적용한 식 (2.14)을 적용하여 캐비테

이션 발생을 확인하였다. 액체와 기체 간의 상변화는 국소 압력과 증기압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캐비테이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캐비테이션 모

델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하첨자 m, l, v는 각각 혼합물, 

액체, 기체를 의미하며 는 와점성(eddy viscous) 계수를 의미한다. p, u, ρ, α, μ는 

각각 압력, 속도, 밀도, 증기 체적분류(vapour volume fraction) 및 점성 계수를 의미

한다. 
는 상변화에 의해 기체가 액체로 응축되는 질량 변화량을 의미하고, 

는 액체가 기체로 증발되는 질량 변화량을 의미한다. 




 


 




 







       (2.14)







 
 

                    (2.15) 

   




               (2.16) 






∞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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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7)은 캐비테이션 수 혹은 공동화 지수라고 불리는 무차원 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평균 속도를 말하며, 는 유체의 증기 압

력을 말한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위치에

서의 국소 압력이 증기압력보다 낮아야 한다. 

1) Kunz 모델

    증기의 수송 방정식은 단순화된 긴즈버그-란다우(Ginzburg-Landau) 관계식을 사

용하였다. 증기의 발생항( )과 응축항( )에서 사용한 상수는 경험 계수를 사용하

였다. [19]


 




∞ ∞

 
                   (2.18) 


 




∞ ∞

 
                       (2.19) 

   

 2) SchnerrSauer 모델

    Bubble의 성장과 붕괴를 묘사하기 위하여 bubble의 반경()이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레일리-플러셋(Rayleigh-Plesset) 방정식을 적용하여 캐비테이션 발생을 예측

하였다. [20] 


  




 








              (2.2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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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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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x y 34 85.6652 11.2589 68 22.7513 -4.7090

1 -0.0260 0.3060 35 89.9286 10.9865 69 25.8153 -4.9158

2 0.0369 0.6971 36 94.1799 10.6533 70 29.0304 -5.1061

3 0.2019 1.0665 37 98.4086 10.2585 71 32.3867 -5.2753

4 0.4722 1.4390 38 102.6045 9.8037 72 35.8740 -5.4241

5 0.8327 1.8053 39 106.7579 9.2916 73 39.4827 -5.5551

6 1.3493 2.2143 40 110.8581 8.7200 74 43.2026 -5.6685

7 2.0264 2.6480 41 114.8949 8.0894 75 47.0240 -5.7621

8 2.9318 3.1296 42 118.8561 7.3908 76 50.9372 -5.8365

9 4.0605 3.6410 43 122.7300 6.6207 77 54.9321 -5.8900

10 5.4296 4.1808 44 126.5103 5.8022 78 58.9991 -5.9205

11 7.0301 4.7363 45 130.1906 4.9541 79 63.1283 -5.9310

12 8.8538 5.2968 46 133.7634 4.0875 80 67.3097 -5.9115

13 10.8902 5.8574 47 137.2218 3.2147 81 71.5335 -5.8563

14 13.1297 6.4131 48 140.5590 2.3472 82 75.7896 -5.7680

15 15.5625 6.9584 49 143.7872 1.4924 83 80.0682 -5.6478

16 18.1793 7.4883 50 146.9174 0.6513 84 84.3593 -5.4960

17 20.9699 8.0015 51 0.0000 0.0000 85 88.6529 -5.3135

18 23.9243 8.4965 52 0.0180 -0.0795 86 92.9391 -5.1014

19 27.0332 8.9679 53 0.1688 -0.4466 87 97.2081 -4.8608

제 3 장  NACA 66 (MOD) 익형의 캐비테이션 해석

3.1 NACA 66 (MOD) 익형 형상

    본 연구에서 NACA 66 (MOD) 익형은 최대 캠버(camber)가 익형 길이 대비 2%

이며, 평균선 캠버분포 a = 0.8이다. 해당 익형은 프로펠러의 날개 단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익형이다.

Figure 3 NACA 66 (MOD)

    아래 작성한 Table 2는 NACA 66 (MOD) 익형 제원이다. [7]

Table 2 NACA 66 (MOD) Se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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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2877 9.4088 54 0.4058 -0.7883 88 101.4501 -4.5945

21 33.6782 9.8153 55 0.7412 -1.1184 89 105.6557 -4.3083

22 37.1945 10.1882 56 1.1828 -1.4217 90 109.8150 -4.0055

23 40.8269 10.5269 57 1.8017 -1.7264 91 113.9186 -3.6879

24 44.5653 10.8299 58 2.5883 -2.0212 92 117.9578 -3.3720

25 48.4007 11.0942 59 3.6129 -2.3223 93 121.9242 -3.0750

26 52.3233 11.3147 60 4.8660 -2.6200 94 125.8068 -2.7800

27 56.3232 11.4923 61 6.3617 -2.9166 95 129.5946 -2.4726

28 60.3906 11.6283 62 8.0897 -3.2066 96 133.2776 -2.1472

29 64.5161 11.7156 63 10.0395 -3.4863 97 136.8450 -1.8007

30 68.6898 11.7450 64 12.2004 -3.7552 98 140.2872 -1.4346

31 72.9015 11.7128 65 14.5620 -4.0134 99 143.6138 -1.0429

32 77.1414 11.6216 66 17.1146 -4.2586 100 146.8341 -0.6219

33 81.3993 11.4707 67 19.8476 -4.4899 101 150.0000 -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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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계 조건 및 해석 방법

    본 연구는 Shen and Dimotakis[6]가 2차원 캐비테이션 터널 모형시험에서 사용

한 익형 모델과 동일한 NACA 66 (MOD) 하이드로포일에 대하여 수치 해석을 진행

하였다. 두 가지 유동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받음각은 각 1˚와 4˚로 설정하

고, 레이놀즈수는 각 Re = × , ×로 설정하였다. 식 (2.23)의 익현 길이

(chord) c를 기준으로 레이놀즈수를 계산하였으며 U는 캐비테이션 터널 내부의 평균 

속도 값을 사용하였으며, 물의 동점성 계수를 사용하였다. 

 
 ∙ 

                              (2.23)

    캐비테이션 터널의 입구조건은 일정한 속도의 유체가 유입되도록 설정하였으

며, 출구에 대해서는 캐비테이션 수에 알맞은 출구 압력 값을 설정하고 그 외의 영

역에서는 zeroGradient를 설정하는 Neumann 조건을 사용하였다. 

 




∞
∞

                          (2.24)

    식 (2.24)은 무차원 형태의 압력 계수로 캐비테이션의 발생의 시작, 즉 캐비테이

션이 초기 발생시의 캐비테이션 수를 라고 표기하여 

 min                          (2.25)

    식 (2.25)의 조건일 때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압력 기반의 해석 기법(solver)을 사용하였고 압력과 

속도 커플링은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와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의 결합 형태인 PIMPLE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또한, 이산화 방법으로는 2차원 후향(backward) 차분법을 사용하였고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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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중코어 클러스터[192 cores: 6 nodes*12 cores + 6 nodes*20 cores] 자원을 이용

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 Cavitation Tunnel

(a) Overall Computational Mesh for NACA 66 (MOD)

(b) Zoomed in View of Computational Mesh around NACA 66 (MOD)

Figure 5 Computational Mesh for NACA 66 (MOD)

    Figure 4는 수치 해석에 사용된 캐비테이션 터널 형상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그

림이고, Figure 5는 유체유동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21] ver.11.04의 

Automated Mesh 기능을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터널에 대해 생성한 약 2,000개의 cell

을 가지는 비정렬 수치 격자이다. 익형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는 y+값을 약 10 수

준이 되도록 prism layer를 설정하여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벽면에 대해서는 벽 함수

를 적용하였다. 해석 solver는 시간에 대해 불규칙적인 URANS 방정식을 사용하는 

interPhaseChange–Foa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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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치해석 결과

    NACA 66 (MOD) 형상은 프로펠러 등과 같은 유체 기계에 널리 사용되는 형상

으로, 해당 익형을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Shen과 Dimotakis[6] 및 Leroux[22]가 계측한 

실험값과 본 연구의 수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3은 실험에서 사용한 유동 

조건으로 이 조건을 바탕으로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 Flow Condition for NACA 66 (MOD)

Parameter Value

Reynolds No. (Re) ×/ ×

Angle of attack 1°/ 4°

Cavitation No. (σ) 0.38 / 1.0

3.2.1 중앙 캐비테이션 (Mid-chord cavitation)

    중앙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받음각 1°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장

의 레이놀즈수 Re = ×이고 캐비테이션 수 σ는 0.38이다. 해당 유동에서 캐비

테이션은 익형의 중앙부(mid-chord)에서 시작하여 후연까지에 이르는 쉬트 캐비테이

션이 발생한다. 

k-ω SST realizable k-ε

Kunz

Schnerr
Sauer

(a) Vapour Volume Fraction Contour at 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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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ω SST realizable k-ε

Kunz

Schnerr
Sauer

(b) Pressure Contour at α= 1°

Figure 6 Vapour Volume Fraction and Pressure Contour at α= 1°

    Figure 6 (a)는 각 난류 모델과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별로 발생한 캐비테이션 

유동을 나타낸 contour이다. 해당 그림을 살펴보면, 난류 모델에 의한 영향이 캐비테

이션 모델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을 사용

했을 때 캐비테이션 길이가 k-ω SST 난류 모델을 사용 경우보다 길게 예측되었다.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였을 때 k-ω SST 난류 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좀 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Figure 6 (b)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 익형 주위의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각 결과를 살펴보면, 익형의 흡입면의 후연(trailing edge)에서 압력분포가 

서로 다르므로 이로 인한 캐비테이션 발생 형태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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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ressure Coefficient on Suction Side at α= 1°

    Figure 7는 중앙 캐비테이션이 발생한 유동에서 익형의 흡입면 압력 분포곡선을 

나타내었다. Figure 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realizable k-ε 난류 모델을 사용한 결과 

캐비테이션 길이가 실제 실험값보다 더 길게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 익형의 흡입면

에 대해서 유동 방향으로 보다 길게 최저 압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3.2.2 전연 쉬트 캐비테이션

    전연(leading edge)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받음각 4°에 대한 유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유동장의 레이놀즈수 Re = ×이고 캐비테이션 수 σ = 1.0이다. 해당 유

동 조건에서 익형의 전연에 고정된 쉬트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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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ω SST realizable k-ε

Kunz

Schnerr
Sauer

(a) Vapour Volume Fraction () at α= 4°

k-ω SST realizable k-ε

Kunz

Schnerr
Sauer

(b) Pressure Contour at α= 4°

Figure 8 Vapour Volume Fraction () and Pressure Contour at α= 4°



27

    Figure 8은 각 난류 모델과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별로 발생한 캐비테이션 유동

을 나타낸 contour이다. 해당 유동은 시간에 대한 불규칙적인 입구 유동에도 불구하

고 캐비테이션 발생 이후 캐비테이션의 길이 등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각 

난류 모델과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 변화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9 Pressure Coefficient on Suction side at α=4°

    Figure 9는 전연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유동에서 흡입면의 압력 분포 곡선이

다. Figure 8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모델 조합별로 발생한 캐비테이션의 길이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중앙 캐비테이션 해석 결과와는 달리 캐비테이션 길이

측면에서 난류 모델보다 캐비테이션 모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Kunz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SchnerrSauer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

였을 때 캐비테이션의 길이를 더 길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결과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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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을 때 두 경우 모두 실험값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네 가지 모델 조합의 해석 결과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 전연 근처 영역에서는 

비교적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 

실험값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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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러더 단면의 캐비테이션 해석 

4.1 러더(M4162) 단면 형상

    Figure 10과 같이 익현 길이(chord) 기준 두께 비 c/t = 5.0을 가진 러더(rudder) 

단면 M4162[23 주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유동을 수치 해석하였다. 

Figure 10 Rudder (M4162) Section (c/t = 5.0)

Table 4 Rudder (M4162) Data

No. x y 26 75 14.9895
1 0 0 27 78 14.9565
2 3 4.2540 28 81 14.9010
3 6 6.0150 29 84 14.8215
4 9 7.3440 30 87 14.7165
5 12 8.4345 31 90 14.5830
6 15 9.3615 32 93 14.4195
7 18 10.1625 33 96 14.2230
8 21 10.8615 34 99 13.9920
9 24 11.4735 35 102 13.7205
10 27 12.0105 36 105 13.4085
11 30 12.4830 37 108 13.0515
12 33 12.8970 38 111 12.6435
13 36 13.2600 39 114 12.1845
14 39 13.5765 40 117 11.6685
15 42 13.8525 41 120 11.0925
16 45 14.0895 42 123 10.4520
17 48 14.2950 43 126 9.7425
18 51 14.4690 44 129 8.9580
19 54 14.6145 45 132 8.0970
20 57 14.7345 46 135 7.1520
21 60 14.8320 47 138 6.1170
22 63 14.9055 48 141 4.9830
23 66 14.9580 49 144 3.7350
24 69 14.9895 50 147 2.3310
25 72 15.0000 51 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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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치 해석 조건

    Shen & Dimotakis[6] 및 Leroux[22]의 NACA 66 (MOD)에 대한 캐비테이션 유동

을 수치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러더 단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예측을 

수행하였다. 캐비테이션 터널의 크기는 터널 벽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Kunz[24]의 

해석 결과를 참조하여 보다 넓은 캐비테이션 터널 유동 영역을 설정하였다. 

Table 5 Flow Condition for Rudder (M4162)

Parameter Value

Angle of attack 5°/ 10°/ 15°/ 20°

Velocity
15.0 m/s (30 knots)
12.5 m/s (25 knots)
10.0 m/s (20 knots)

Reynolds No. (Rec)
2.50×

2.08×

1,67×

Cavitation No. (σ)
1.00
1.44
2.25

    사용한 유동 조건은 군함에서 실제 사용하는 유속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

며, Table 5에 나타내었다. 

(a) Overall Numerical Mesh for Rudder (M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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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oomed view at Mesh around Rudder 

Figure 11 Numerical Mesh for Rudder Section (M4162)

    Figure 11은 러더 단면인 M4162 형상에 대하여 NACA 66 (MOD) 형상과 마찬

가지로 상용 소프트웨어 Star-CCM+를 이용하여 비정렬 격자를 생성한 그림이다. 러

더의 벽면에 대하여 prism layer를 설정하여 y+ = 10을 갖도록 수치 격자를 생성하

였다. 

1) 받음각 변화

    러더 단면인 M4162 익형에 대해 받음각을 변화시켜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러더가 주로 사용되는 각도인 받음각 α = 20° 내에서 5°도 간격으로 받음각 α = 5°, 

10°, 15° 및 20°에 대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러더 단면의 대칭(symmetry) 특성

을 반영하여 양의 방향으로만 각도를 조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캐비테이션 수 변화

    러더 단면인 M4162 익형에 입구 유동 속도를 변화를 주어 캐비테이션 수를 변

화시켜 적용하였다. 군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기준으로 최고 운항 속도인 30 knot와 

평상 시 운항 속도인 20 knot 및 25 knot로 유속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캐비테

이션 수는 1.0, 1.44 및 2.25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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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치해석 결과

4.3.1 유속 30 knots 의 경우 (σ= 1.00)

    유속을 30 knots로 설정하여 캐비테이션 수가 σ = 1.00이 되는 조건에서  

volume fraction () contour를 받음각 별로 비교하였다. 캐비테이션이 고정된 형상

을 보이는 받음각에서는 하나의 일정한 volume fraction contour ()를 보였으나, 시

간에 따라 변화하는 캐비테이션을 보이는 각도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캐비테이션 주기를 표현하기 위해 무차원화 시간()에 따른 캐비테이션 그림을 보

였다. (  
 )

(a) α= 5°

                   = 50                      = 75              

(b) 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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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60              

                   = 70     

(c) α= 15°

                    = 50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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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65          

(d) α= 20°

Figure 12 Rudder Cavitation with Various A.O.A at σ=1.0, Re=×

 (a) α = 5° (b) α = 10° (c) α = 15° (d) α = 20°

    Figure 12 (a)에서 α = 5° 일 때 캐비테이션이 익형의 전연에 매우 얕은 형상으

로 고정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속이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비정상유동 solver를 사용하였음에도 거의 고정적인 형상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b)는 α = 10° 일 때 캐비테이션이 익형의 전연에서부터 유동방향에 따라 

후연으로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캐비테이션이 일정 길이 이

상 증가하면 re-entrant jet가 발생하여 캐비테이션의 형상이 시간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화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일정한 주기를 가지거나 규칙적인 변화 패턴을 보이는 

등의 규칙성을 찾기 어려웠다. Figure 12 (c)는 α = 15° 일 때 캐비테이션 발생 형상

을 나타냈으며, 캐비테이션의 영역이 받음각이 작은 각도일 경우보다 크고 넓게 나

타났다. 캐비테이션은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며 캐비테이션의 길이가 

익형의 흡입면 위에서 변화하였다. Figure 12 (d)는 α = 20°일 때 캐비테이션 발생 

형상을 나타냈으며, α = 15°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α = 15° 경

우와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

는 형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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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ift Coefficient Variation at σ=1.0, Re=2.50×

    Figure 13은 캐비테이션 수 σ = 1.0 조건에서 시간에 따라 받음각 별 양력 변

화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캐비테이션 수 σ = 1.0인 수준의 유동에서 비교적 작은 

받음각 α = 5°의 경우 양력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받음각 α = 10°에서

는 매우 불규칙한 주기를 가지고 양력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구름 캐비테이션

이 발생하는 받음각 α = 15°와 α = 20°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기의 양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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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유속 25 knots의 경우 (σ= 1.44)

    유속을 25 knots로 설정하여 캐비테이션 수가 σ = 1.44이 되는 조건에서 발생

한 volume fraction () contour를 받음각 별로 아래 Figure 14에서 비교하였다. 앞선 

30 knot 유동 조건과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이 고정된 형상을 보이는 받음각에서는 

하나의 volume fraction 그림을 보였으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

하는 받음각 조건에 대해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주기에 따른 캐비테이션 형상 변화

를 여러 시간 지점에서 나타내었다. 

(a) α = 5°

(b) 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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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60              

                   = 65                      = 70              

= 75

(c) 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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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55          

                    = 60                       = 65          

(d) α = 20°

Figure 14 Rudder Cavitation with Various A.O.A at σ = 1.44, Re = ×

 (a) α = 5° (b) α = 10° (c) α = 15° (d) α = 20°

    Figure 14 (a)에서 받음각 α = 5° 일 때, 캐비테이션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시간에 따라 양력 및 항력 또한 불규칙적으로 변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캐비

테이션 수 σ = 1.0 수준에서 받음각 α = 10°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Figure 14 (b)의 

받음각 α = 10°인 경우 전연 부근에서 시간에 따라 약간의 캐비테이션 크기의 변화

가 있으나, 거의 고정적인 형상으로 캐비테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4 (c)로 부터 받음각 α = 15°일 때, 전연에서부터 후연까지 캐비테이션이 발

생하여 re-entrant jet에 의해 떨어져 나가는 구름 캐비테이션이 시간에 따라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동 조건에서는 캐비테이션의 발생 

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4  (d)에서는 받음각 α = 20°일 때, 전연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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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캐비테이션이 익형 중앙부에서 후연으로 이동하면서 캐비테이션의 크기가 비

교적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후연에서 캐비테이션이 익형에서 분리된다.

Figure 15 Lift Coefficient Variation at σ= 1.44 and Re = 2.08×

    Figure 15는 캐비테이션 수 σ= 1.44의 조건에서 각각의 받음각에 대한 시간에 

따른 양력 계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13에서 보인 σ = 1.0에서 압력계

수 분포와 달리 받음각 α = 5°에서는 양력계수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고, α = 

10°에서는 양력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를 통하여 캐비테이션 수 

σ = 1.0일 때의 받음각 α = 5°와 캐비테이션 수 σ = 1.44일 때 받음각 α = 10°에서 

쉬트 캐비테이션과 구름 캐비테이션의 경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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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유속 20 knots의 경우 (σ = 2.25)

    유속을 20 knots로 설정하여 캐비테이션 수가 σ = 2.25이 되는 조건에서 발생한 

volume fraction () contour를 받음각 별로 Figure 16에서 비교하였다. 앞선 유동 조

건과 마찬가지로 캐비테이션이 고정된 형상을 보이는 받음각에서는 하나의 volume 

fraction 그림만을 보였으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받음각  

조건에 대해서는 캐비테이션 발생 주기에 따른 캐비테이션 형상 변화를 여러 시간 

지점에서 나타내었다.

(a) α= 5°

(b) 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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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60   

= 70

(c) α= 15°

                     = 50                         = 60   

(d) α= 20°

Figure 16 Rudder Cavitation with Various A.O.A at σ=2.25, Re=×

 (a) α = 5° (b) α = 10° (c) α = 15° (d) α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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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6 (a)은 받음각 α = 5°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유속으로 인한 높은 캐

비테이션 수의 조건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Figure 16 (b)에서 

받음각 α = 10° 일 때 매우 작은 크기의 캐비테이션이 익형의 전연에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캐비테이션은 캐비테이션 수가 σ = 1 수준일 때 받음각 α = 

5°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형상과 유사하였다. Figure 16 (c)는 받음각 α = 15° 일 

때 익형의 전연에서 얕은 캐비테이션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나타남

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캐비테이션 수로 인하여 캐비테이션의 길이

가 익형 길이의 1/3 수준 이하로 발생하고 소멸하였다. Figure 16 (d)는 받음각 α = 

20° 인 경우 받음각 α = 15°에서와 마찬가지로 익형의 전연에서 얕은 캐비테이션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며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받음각 α = 15°의 경우보다 

더 짧은 길이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다. 

Figure 17 Lift Coefficient Variation at σ = 2.25, 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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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7은 캐비테이션 수 σ = 2.25인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러더의 양력

을 받음각 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캐비테이션 수가 높은 만큼 앞선 비교적 작은 

캐비테이션 수(σ = 1.0, 1.44) 유동 조건과 비하여 캐비테이션의 크기와 부피를 비

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양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받음각 α = 

5° 뿐만 아니라 받음각 α = 10°인 경우에도 양력이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

았으며, 받음각 α = 15°, α = 20°인 경우 일정하게 고정된 주기로 변동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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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hange of Lift per Drag Coefficient according to Angle of Attack

    Figure 18은 러더의 양력과 항력의 평균값의 상대비인 양항비를 각 받음각 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받음각이 비교적 작은 α = 5 및 α = 10°에서 모든 캐비테이션 

수의 유동 조건에서 양력계수가 항력계수에 비하여 1.5배 정도의 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받음각이 비교적 큰 α = 15과 α = 20°에서는 양력계수가 항력계수보다 2배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특히, 캐비테이션 수 σ = 1.0, 받음각 α = 15°인 조건에서는 

양력이 항력 대비 4배 이상의 값을 가졌다. 이를 통하여 받음각이 클 때 양력을 비

교적 크게 받아 러더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향 조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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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M4162 Rudder Cavitation Map 

    Figure 19은 러더의 받음각과 캐비테이션 수에 따라 발생한 캐비테이션 종류를 

구분한 캐비테이션 지도이다. 받음각이 매우 작거나, 캐비테이션 수가 매우 클 경우

에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나, 캐비테이션 수가 매우 작거나, 받음각이 매우 

큰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캐비테이션의 길이가 변동하는 주기를 가진 구름 캐비테

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름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유동 조건보다 큰 받음각이

나, 더 낮은 캐비테이션 수를 갖출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이 익형의 길이보다 더 긴 

형태로 초공동(super-cavitation)이 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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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 내부 익형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에 대하여 

난류 모델과 캐비테이션 모델 조합을 통하여 캐비테이션 예측 수치해석 성능을 연

구하였다.

    비압축성 RANS 모델을 적용한 CFD 해석을 통하여 NACA 66 (MOD) 형상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캐비테이션 예측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난류 및 캐비테이션 

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러더(M4162) 단면에 적용하여 여러 받음각 및 캐비

테이션 수에 따른 캐비테이션 유동을 해석하였다.

    수치 해석은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OpenFOAM 4.1버전을 이용하

였으며, 수치 격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 11.4 버전을 이용하여 생성하였

다. 수치 격자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위치인 벽면 부근에 대해 Prism layer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는 Trimmer mesh를 적용

하여 직육면체 격자를 생성하였다. 난류 모델은 우선적으로 NACA 66 (MOD) 형상

에 대하여 realizable k-ε 모델과 SST k-ω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캐비테이션 모델은 

Kunz 모델과 SchnerrSauer 모델을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해석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

다. 실험값과 비교를 통한 검증 결과, SST k-ω 난류 모델과 Kunz 캐비테이션 모델

의 조합이 캐비테이션 예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에 해당 모델 조합을 적용하여 러더 형상에 대해 캐비테이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러더(M4162) 단면에 대하여 유속의 변화를 통한 캐비테이션 수 변화와 

여러 받음각 조건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1) NACA 66 (MOD) 익형은 비교적 작은 받음각 α = 1°에서 익형의 중앙부에서 후

연까지 이르는 중앙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난류 모델 realizable k-ε 모델의 경우 

실제 길이보다 더 긴 캐비테이션을 예측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SST k-ω 모델의 경

우 실제 길이와 유사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캐비테이션 모델의 경우 Kunz 모델과 

SchnerrSauer 모델 간 해석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SchnerrSauer 모델

의 경우 수치격자에 따라 해석의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Kunz 모델을 채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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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러더 단면 형상인 M4162 익형은 받음각 α = 5°부터 5° 간격으로 α = 20°에 이르

는 4가지 경우와 유속의 변화를 통한 3가지 경우의 캐비테이션 수의 조건에 대해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M4162 익형의 경우 NACA 66 (MOD) 익형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큰 두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NACA 66 (MOD) 형상에 비하여 국소 압력

의 변화가 크므로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유속의 변화에 따라 

다른 캐비테이션 수에 의해 동일한 받음각을 가지는 유동이라도 캐비테이션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캐비테이션 수를 가진 조건에

서 받음각이 커지면서 고정된 쉬트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다가 시간에 따라 캐비테이

션 길이가 변화하는 구름 캐비테이션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쉬트 캐

비테이션에서 구름 캐비테이션으로 변화하는 경계인 받음각에서 매우 불안정한 유

동을 보였는데 이 때 양력과 항력, 그리고 캐비테이션 발생이 매우 불규칙적인 경

향을 보였다. 

3) 받음각이 큰 경우 받음각이 작은 경우에 비하여 항력 대비 양력의 비중이 높아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받음각이 클수록 시간에 따른 양

력의 변동이 발생하며, 특히 쉬트 캐비테이션과 구름 캐비테이션 경계에 위치한 받

음각의 경우, 매우 불규칙적인 섭동이 발생하므로 항해에 적합한 최적의 받음각을 

설정할 때 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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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ic pressure fluctuations due to the cavitation often cause large vibration, noise 

and even material erosion on ship propellers and rudders.  

    Since the potential flow analys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an inviscid fluid for 

cavitation prediction has a limit for a relatively large angle of attack, a viscous flow 

simulation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s inevitable for accurate prediction of 

cavitation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applied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a combination of turbulence model and cavitation model for 

cavitation prediction. Two commonly used turbulence models (SST k-ω model, 

realizable k-εmodel) and two cavitation models (Kunz model, SchnerrSauer model)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cavitation analysis for the NACA 66 (MOD) model, the 

combination of SST k-ω turbulent model and Kunz model exhibited superior and stable 

performance. By applying this combination of turbulence and cavitation models, we 

simulated cavitation flow around a two-dimensional section (M4162) of a ship rudder  

under various angles of attack and cavitation number conditions. Numer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OpenFOAM, a Linux-based open source CFD code, and the 

numerical grid was generated using the commercial software Star-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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