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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f a freely falling rigid sphere on water surface

BonHeon Ku*, Deepak Kumar Pandey*, and Hee-Chang Lim†

Abstract Numerical studies on the hydrodynamics of a freely falling rigid sphere in bounded and 
unbounded water domains are presented having investigation on the drag coefficient, normalized 
velocity, surface pressure and skin friction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time. Two different conditions 
of the bounded and unbounded domains have been simulated by setting the blockage ratio. Four cases 
of bounded domains (B.R. = 1%, 25%, 45%, 55%, 65% and 75%) have been taken, whereas the 
unbounded domain has been considered with 0.01%. In the case of the bounded domain (higher values 
of  B.R.), a substantial reduction in normalized velocity and increase in the drag coefficient have been 
found in presence of the bounded domain. Moreover, bounded domains also yiel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essure coefficient when the sphere is partially submerged, but the insignificant effect 
is found on the skin friction coefficient. In the case of the unbounded doma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normalized velocity occurs with a decrease in Reynolds number (Re) and also increase in the drag 
coefficient.

Key Words : Free falling body(자유낙하물체), Bounded domain(유한 도메인), Unbounded domain 
(무한 도메인), Volume of Fluid(유체 체적법), Blockage ratio(폐쇄율)

1. 서 론
 

본 연구와 관련 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었으나, 

수면 위에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충돌과 관련,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하여 조선, 해양 및 해안 공

학, 해양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심

을 받아 왔다. 부유체  물체 및 선박 구조물, 비행

체 물체, 해양 구조물 등과 같이 수면에 떨어뜨리

면 충격과 슬래밍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공기 

유입 및 유동의 분리가 수반될 수 있는 복잡한 난

류 유동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러한 충격에 의한 유동조건에서 충격력, 항력 계

수, 압력 분포, 표면 마찰 계수 등의 인자들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박 및 부유체 구조물의 자유표면에의 충격력 

및 슬래밍에 대해 Abrate(1)는 심층적으로 연구하였

다. 선체 및 부유체의 구조물들은 자유 낙하할 때, 

자유표면에 의해 충격을 받는다. 실제 초기에 이루

어진 충돌 연구에서는, 주로 단순한 형태(쐐기, 원

뿔, 구 및 실린더)의 2D 강체의 단면을 가정하고 

비압축성, 비회전성, 비점성 유체를 고려하여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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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또한, 각각의 다른 속도로 자유 낙하하는 

부유체들의 압력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었다(2). 수면 위에서 충격과 관련된 물리 현

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3-10). 수면 위에서 충돌하여 발생하

는 고체의 도, 속도, 크기 및 모양과 같은 인자들

이 연구에서 채택되어지고 있다(4). 자동차를 예로 

들면, 슬래밍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자동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 시험을 하여 충격 하중을 예측

하는 방법이 기존에 연구되어져왔다(5). 보다 쉬운 

접근방법으로 수치해석 기법을 통해 수면에 충돌

하는 속도가 빠르고, 최대 45°의 선저경사각을 갖

는 쐐기 형상의 표면 압력을 연구한 바 있다(6). 입

체적인 효과, 유체의 압축성 영향 및 탄성 효과를 

이용하여 고체와 자유 유체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

에 대한 수치적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7). 수면 아

래 수평으로 잠긴 작은 원주의 충돌이 분석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9). 본 연구와 관련 원주의 반지름

과 도메인사이즈의 비율이 1보다 작을 때 원주가 

작은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또한, 원통 및 원뿔 형

상들을 잔잔한 수면에 자유 낙하시켜 각각의 경사

각에 대해 조사한 기록도 있다(10).

강제 및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수평 원형 실린

더의 물 유입과 배출로 인해 잔잔한 수면에 완전

한 비선형 자유 표면에 대해 연구되었다(11). 여기

서는 CIP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 라는 새

로운 수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원형 실린더와 자

유 표면의 상호작용은 액체(물), 기체(공기) 및 고

체(원형 실린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CFD를 사용하여 선

저경사각이 ~범위에서 변하는 쐐기형 부분

에 일정한 속도로 물 유입시 질량 운동량, 유동 운

동량 및 중력 효과를 연구하였다(12). 실험에 있어

서 다양한 유형의 충격물체에 따라 수행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13-19). 주로 항력 계수를 

찾기 위해 다양한 원뿔형상을 고려하였으며, 수직 

방향으로 수면에 진입하는 유속을 측정하였다(14). 

수면 위 충격력은 속도 및 압력 분포 등 여러 인자

들과 연관이 있다. 일정한 수직 속도로 자유 표면

에 충돌하면 축 대칭 강체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충격기를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18). 또한, 입자 

이미지 유속계(PIV)을 통해 유체표면에 비대칭 쐐

기 형태가 유입되는 것을 실험하였다(19). 

기존 연구에 따르면 충격과 슬래밍 현상은 광범

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한 

도메인 내에 물체가 수면에 진입하는 동안 속도, 

항력 계수, 압력 계수, 표면 마찰 계수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관찰

되지 않은 물의 유한 도메인을 고려하여, 유체역학

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 함수의 항력 계수, 무차원 속도, 압력 계수 및 

시간 함수의 표면 마찰 계수에 대한 경계에서 일

어나는 유동문제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특히, 물

체 유한 및 무한 도메인에서 자유 낙하하는 강체

를 유체역학적으로 다루었다. 원통형 용기에 투영 

면적의 비율로 정의된 폐쇄율(B.R., Blockage Ratio)

로 해석하였다. 

2. 수치 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상용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

를 사용하여, 2상 비압축성 유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한 및 무한 도메인 내에서 자유 낙하하는 

강체 구형상 물체의 주위 유동을 해석하는데 사용

되었다. 움직이는 물체 주위의 유동을 계산하기 위

해 난류 모델은 k-ω SST 모델을 이용 하였다. 자유 

표면에서 구의 충돌로 인해 복잡한 2상 난류 유동

이 형성되기 때문에 VOF(Volume of Fluid) 모델을 

이용하였다. 또한 압력과 속도 사이의 방정식을 풀

기 위해 비선형 대류항을 위한 2차 upstream 

interpo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지배 방정식의 시

간적 유한요소법은 2차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2.1 지배방정식 (RANS 모델)

RANS 방정식에서, 순간 속도와 압력장은 평균

값과 변동 요소로 나누어진다. 평균 속도 및 압력

에 대한 구성 요소를 텐서의 미분으로 기초로 한

다. 시간 평균을 사용하여 무차원 및 운동량 방정

식으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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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외부 힘이며, 는 유체의 도, 는 

속도 벡터, 는 압력, 는 동점성계수이다.

순간적인 유속은 크게 시간평균과 섭동성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시간평균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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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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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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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변형률 텐서의 

평균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2.2 유체 체적법 (Volume of Fluid Method)

본 연구에서 두 유체 영역을 나누는데 사용되는 

유체 체적법, VOF 방법은 주어진 체적율과 관련하

여 모든 시간 단계에서 각 단계를 구분한다. 유체 

에 대한 체적율은 다음과 같다.

 

                  (7)

유체 의 경우, 질량 보존의 적분 형태로 고려되

어 질 수 있다.






 ∇

   ∑  
    (8)

여기서, 는  단계에서  단계로 질량이 전달

이 되고 는 의 전치이다.

본 연구에서 공기의 영역은   로 표현

되는 반면에, 물의 영역은   로 정의하

였다. 따라서,  는 공기와 물 사이의 접점

으로 정의하였다. 아래의 방정식에서 볼 수 있듯

이, 검사체적에서 각 성분의 방정식 합계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하면 단순화할 수 있다.

∑ 
  

                (9)

               (10)

이러한 단순화된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질

량보존의 법칙에서 적분형태를 얻을 수 있다.




 


 





   (11)

2.3 계산영역과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 강체 구와 유체(공기 및 물)는 수치

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실제 강체 구는 수면 

위 바로 위 임의위치에서 수면 아래로 자유낙하하

기 시작한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해석도메인 내 고

유한 두 개의 영역 – 유한 도메인(다양한 폐쇄율을 

가진 도메인)과 무한 도메인(다양한 레이놀즈 수를 

가진 도메인) - 을 정의하였다. 본 도메인 내 수치는 

도메인의 크기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차원 

단위로 정의되었다. 구의 무게는 물을 고려하여 비

중이 1이 되도록 정의하였다. 벽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폐쇄율이 다른 유한 도메인을 선택하였다. 

Blockage ratio (B.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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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해석에서 사용된 공기와 물의 물성치

Property of fluid Air Water

Density() 1.19 998

Kinematic viscosit 1.54E-5 8.93E-7

Dynamic viscosity  1.83E-5 8.9E-4

Fig. 1. 경계조건이 있는 도메인 (a) 무한 도메인 

(b) 유한 도메인

여기서 와 는 각 구의 지름과 도메인의 지

름이다.

Fig. 1은 본 수치해석에 사용한 경계조건을 나타

내고 있다. 강체 구는 최초 위치에서 중력의 영향

을 받아 하강하기 시작한다. Table 1에서는 본 해

석에 사용된 공기와 물의 물성치들을 나타내었다.

Fig. 1에서는 경계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도메인

의 상부의 경계조건은 대기압으로, 상부를 제외한 

모든 측면의 경계조건은 벽으로 정의하였다. 구의 

표면과 벽은 미끄러지지 않는 점착조건(no-slip 

condition)으로 정의하였다. 무한 도메인의 상부 및 

하부 경우, 공기와 물의 입구 영역에서 속도 0 m/s

의 크기를 가진 것을 Fig. 1에서 볼 수 있다. 측면

에 대한 경계조건은 압력에 대한 출구로 정의 되

어있고 압력의 크기는   로 정의하였다. 여

기서, 는 물의 도, g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 는 

물의 깊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수치해석을 

위해, 구의 상부 경계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길 

때까지 수행하였다. 

Fig. 2. 계산 영역의 메쉬 격자

시간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변수 

변환법 무차원 시간( )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13)

여기서, 는 순간 시간, 는 기준 속도, 는 구

의 지름이다.

해석도메인을 분리하는데 사용된 메쉬도 구 주

변에 적절한 유동 구조를 갖는 것이 주요한 문제

이기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을 분

리하기 위해서 사면체의 격자를 선택하였다. Fig. 

2에서는 격자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구와 물의 

접점에서의 격자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구와 유체의 표면은 도 높은 격자들

이 필요한 영역이며, 도 높은 격자 이외에도 구

의 표면에는 인플레이션 격자(inflation grid) 또는 

인플레이션 레이어 (inflation layer)로 알려져 있으

며, 이 격자들은 큰 구배를 극복하기 위해 고체 표

면과 함께 배열되어 있다.

동적격자이동 (MDM) 방법을 사용하면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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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에서 움직임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격자를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시간에 따른 유체 운동을 해

석할 수 있으며, 이 때 6DOF (6자유도) 해석을 통

해 임의의 움직임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 체적형 

격자 생성은 경계선에서 새로운 위치를 기반으로 

각 시간 단계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MDM 모델을 사용하려면 시작 초기 체적 격자와 

모델의 이동 영역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정의가 

각 단계별로 필요하다. 동적 격자의 움직임이 격자

를 다시 격자로 만들고 움직임이 빠르면 동적 격

자가 파손이 되게 된다. 동적 격자의 분할은 격자 

요소가 최대 범위까지 늘어난 다음 파손되어 모델

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을 

하기 전에는 최소 시간 단계에서 신중하게 계산하

는 것이 중요하다.

3. 격자 독립성 및 모델의 검증

 Fig. 3에서는 항력계수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시간 및 격자크기에 따른 의존성에 

대한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1,500,000개와 

5,000,000개의 격자들을 사용하여 얻은 항력 계수

는 오차가 5% 미만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모든 결과는 계산 효율성

을 위해 1,500,000개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였다. 시

간에 따른 의존성 파악을 위해 다른 격자에 대해 

×초로 정의하였다. 공간적 격자에 큰 차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ig. 3처럼 무차원 시간 

범위에 걸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격자 의존성

의 경우 수렴 기준은 을 사용하였다.

Fig. 3.   ×에서 무한독 도메인 내부의 

물을 충격하는 구에 대한 격자 립 실험.

Fig. 4. 무한 도메인의 경우 연구자의 결과와 

현재 모델을 기초로 한 결과의 비교

Fig. 4에는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존연구와 비교

하였다. Fig. 3에서 해석 결과의 경우 수면으로 구

가 충돌하는 속도는 16(즉,   ×)으

로 설정하였으며, 구의 중력은 모두 같게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과 실험 간에 비교를 통해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해석과 기존 

연구에서 단위는 무차원으로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인자는 무차원 

속도, 항력 계수 및 표면 마찰 계수의 변화이다. 구 

주위의 표면 압력 계수와 속도분포는 강체 구가 

수면을 기준으로 반이나 혹은 완전히 잠겼을 때, 

그 유동특성을 보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특히, 물체가 수면과 처음 접촉하는 순간과 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순간 사이의 영역이 본 연구

의 관심사이다.

구가 자유표면으로 낙하하여 충돌하는 동안, 유

체역학적인 힘 (점성힘, 과 압력힘, )이 발생

한다. 이 영역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상대적으로 높

기 때문에, 점도는 무시할 수 있게 되어 점성힘 또

한 무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체역학적인 힘에 기

여하는 유일한 항은 압력힘이다. 압력힘은 일반적

으로 질량힘과 슬래밍힘으로 나뉘어지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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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자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부가질량

(added mass)의 질량힘이고 값의 부호는 가속도의 

부호와 반대이다. 후자는 항상 양의 부호이며, 접

촉면적의 속도 및 변화율에 비례하는 충격힘이다.

4.1 무차원 낙하속도

본 절에서는 수면 충격 후 구의 무차원 낙하속

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낙하 속도는 무차원이

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ormalized velocity = ∞∞    (15)

 

여기서 는 구의 순간 속도, ∞는 구의 기준 

속도이다. 즉, 구가 유체 표면에 충돌하기 직전 속

도이다. 레이놀즈 수 (, , )가 무차원 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무한 도메인 

(unbounded domain) 내에서 관찰하였다. 한편, 유한 

도메인(bounded domain)의 경우, 무차원 속도 변화

는 폐쇄율 (B.R.= 1%, 25%, 45%, 55%, 65% 및 

75%)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구가 수면에서 충돌

한 뒤, 구의 속도는 침하 거리에 따라 변화한다. 무

차원 시간 의 함수는 무차원 속도의 변화에 따

라 Fig. 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무차원 시간 

값 320은 구가 유체 내부에 반쯤 잠겼다는 것을 의

미한다.

최초 자유낙하가 시작될 때, 충격 직전 구와 물 

사이의 접촉 면적이 매우 작으며, 구가 위치한 지

점 또한 매우 작다. 따라서 부가질량 (added mass) 

(식 14 참조)의 영향이 작은 반면, 속도는 크고, 슬

래밍 힘은 지배적이므로 압력힘의 부호는 양수가 

될 것이다. 이후 접촉면적이 넓어지면 부가질량은 

증가하는 반면, 슬래밍 힘은 감소하여 속도를 감소

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수 (, ,  )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체의 동점성계수의 값

을 바꾸어 보았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속도의 

변화는 레이놀즈 수가 더 낮을 때, 에 비해 레

이놀즈수가 증가하면 속도의 변화는 작아진다. 이

러한 변화의 이유는 높은 동점성계수로 인하여 유

체의 점성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성 

Fig. 5. 무차원 시간으로 물 내부의 강체구의 

무차원 속도 변화, (a) 무한 도메인에서 

레이놀즈 수의 효과; (b) Re = 1E 6에서 

B.R. (즉, 유한 도메인)의 효과

효과는 Fig. 5(a)와 같이 구와 유체 사이의 운동량 

전달을 크게 증가시킨다.

Fig. 5(b)는 다양한 폐쇄율 (B.R.=1%, 25%, 45%, 

55%, 65% 및 75%)을 가진 유한 도메인 내부의 자

유낙하 하는 구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보여

준다. 무한 도메인 (  )과 유한 도메인 

(B.R.=1%와 25%)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유한 도메인에서 폐쇄율이 25%에 도

달할 때까지 벽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

만, 폐쇄율 65%인 유한 도메인에서 무차원 속도의 

감소가 관찰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메인 내 벽

면 점성효과의 영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Fig. 6

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유체의 유동 방향은 

도메인의 구 표면과 벽 사이의 좁은 간격을 가지

기 때문에 폐쇄율이 증가하게 되면 간격이 감소한

다. 따라서 구의 접촉 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Fig. 

5(b)와 같이 슬래밍 힘과 속도를 감소시킨다. 폐쇄

율 75%의 경우, 벽의 영향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

서는 구의 속도가 천천히 감소되었다가 하류에서

는 빠르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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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항력 계수

무한 도메인(다른 레이놀즈 수)과 유한 도메인

(B.R.=1% 및 25%)에 대해 초기 항력 계수의 증가

와 감소 특성은 운동량 전달을 통해 이해할 수 있

다. 구와 수면이 충돌할 때, Fig. 6과 같이 수면의 

주위에서 에 비례하는 운동량 전달이 일어난다. 

운동량 전달은 구 주위에서 유체를 가속시키고 

Fig. 7과 같이 향력 계수의 증가를 만든다. 특히, 빈 

틈 뒤로 이어지는 경우, 구가 수면으로 더 깊이 침

하가 된다면, 항력 계수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인해 

항력 계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Fig. 7과 같이 레이놀즈 수가 감소할 경우, 수면

과의 충돌 초기에는 구와 수면 사이의 운동량 전

달을 증가시키는 점성의 힘이 증가하게 된다. 항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가 감소하면 증가하게 되어 최

대 항력 계수는 레이놀즈 수가 이 된다. 또한 

유체의 동점도를 바꾸어 레이놀즈 수를 더 줄인다

면 항력 계수의 최고값은 더 증가하게 된다.

폐쇄율이 다른 유한 도메인의 항력 계수는 초기

에는 무한 도메인의 특성에 가깝지만, 이후에는 

Fig. 7(b)와 같이 감소하면서 범위는 벗어나 증가하

기 시작한다. 특히, 구가 더 높은 폐쇄율의 유한 도

메인 내부에 충돌할 경우, 구의 표면과 도메인 벽 

사이의 간격에는 일정한 영역이 형성된다. 이 부분

에서는 물의 유입 속도 증가에 기여하는 높은 음압

의 영역을 생성한다. Fig. 6과 같이 속도가 증가하

면 구와 수면 사이의 운동량 전달이 증가하게 되고 

항력 계수가 더욱 높아진다. 폐쇄율이 증가하면  

=80 이후에는 항력 계수가 더 증가하게 된다.

유한 도메인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임계 폐쇄율

Fig. 6. (a) 물의 가속 유체 영역을 보여주는 

그림, (b) 구가 유한 도메인의 물 내부에 

잠길 때 흐름의 제한(B.R. = 65 %)

Fig. 7. 무 차원 시간에 따른 항력 계수 변화, 
(a) 무한 도메인에서 레이놀즈 수의 

효과; (b) 반쯤 잠긴 구 까지 폐쇄율 

(즉, 유한 도메인)의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최고점에서 항력 계수

의 폐쇄율이 나타난다. Fig. 7(b)에서 폐쇄율이 

25%에서 45%로 증가 할 때 두 번째 최고점을 볼 

수 있다. B.R.=45%에서는 최고점이 완전히 형성 

되지는 않지만, 두 번째 최고점에 대해 관찰 되었

다. 따라서, 임계 폐쇄율은 45%로 판단된다.

4.3 구의 표면 압력 계수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인자들 중 하나인 압력 계

수()는 운동에너지 대비 표면에서의 상대 압력

을 설명하는 무차원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6)

여기서 는 특정 각도에서 구의 표면에 작용하

는 정적 압력, ∞는 정적압력, 는 유체의 도, 

그리고 ∞는 구의 속도이다.

Fig. 8은 레이놀즈 수가 일 때, 구가 반쯤 잠

겨 있고 무한 도메인 내에 완전히 잠길 때 구 주위

각도에 따라 압력 계수()를 구할 수 있다(B.R.=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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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무한 도메인 (B.R. = 1 %) 및 유한 

도메인 (B.R. = 65 %) 도메인에 대해 

가있는 구 표면의 압력 계수 변화, 
(a) 절반 잠긴 구; (b) 전체 잠긴 구

구가 절반 쯤 잠길 때,  는 Fig. 8(a), Fig. 9(a)

와 같이 무한 도메인에서 유한 도메인(  에

서) 보다 약 3배 더 높게 나타난다. 도메인은 모든 

면에 대해서 경계가 있으며, 폐쇄율이 65%까지 높

기 때문에 구와 수면 사이의 운동량 전달은 유체

가 초기 지점에서 충격을 조정하고 흡수 할 공간

이 없기 때문에 압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구가   에서 수면과 충돌할 때 구의 표면의 

유체는 구의 속도와 동일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이 

각도에서는 압력은 최대이다. 그러나, 무한 도메인

에서는 유체가 표면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접

촉하는 유체와 구 사이의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충격력을 흡수한다고 볼 수 있다.

무한 도메인의 경우, 유한 도메인과는 다르게 초

기 각도  에서 형성이 된다. 초기 각도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은 구와 도메인 벽 사이가 수렴하

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의 강도는 유체가 흐

를 수 있는 개방 영역 때문에 무한 도메인에서는 

강도가 높지 않으며, 의 크기는 감소된다.

완전히 유체에 잠긴 경우 압력계수 는 Fig. 

Fig. 9. 무한 도메인 (B.R. = 1 %) 및 유한 

도메인 (B.R. = 65 %) 영역에 대한 구 

주위의 압력 계수 윤곽선, (a) 반 잠긴 

구; (b) 전체 잠긴 구

8(b) - Fig. 9(b)와 같이 두 도메인 모두    일 

때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유한 도메인에서 음압의 

영역은 구의 표면과 도메인 벽 사이의 수렴 형성

으로 인해 집약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또한 유체

의 속도가 음의 영역에서 최대가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Fig. 9(b)와 같이, 유한 도메인에서의 의 

강도는 높아지고, 고강도의 영역은 좁아지는 반면

에 무한 도메인에서는 고강도 영역의 는 넓어지

지만 크기는 낮다.

유동 분리는 레이놀즈 수가 증가할 때 일찍 발

생한다. 속도는 유한 도메인 케이스의 음압 영역에

서 최대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레이놀즈 수는 구 

주위의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레이놀즈 수보다 더 

높을 것이다. 유동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에 

더 오래 부착되기 어렵다. 유한 도메인에서는 유체

가    이후 분리 점에 도달하는 반면, 무한

한 영역에서는 이 점이    이후에 나타나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한 도메인에서 유동

분리가 더 빨리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4.4 표면 마찰 계수

표면 마찰 계수는 동적 압력에 의해서 무차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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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무차원 시간과 표면 마찰계수의 비교, 
(a) 무한  도메인에서 레이놀즈 수의 

영향 (B.R. = 1 %); (b) B.R.의 효과 

(유한 도메인)

된 무차원 표면 전단응력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면 마찰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7)

여기서, 는 구의 표면에서의 표면 전단 응력

이고, 는 유체의 도이고, ∞는 구의 속도이며, 

위 식의 오른쪽 항은 구 표면에서 동적 압력을 의

미한다.

Fig. 10(a)에서는 서로 다른 레이놀즈 수를 가진 

무한 도메인에 대한 표면 마찰 계수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레이놀즈 수 에서 까지 표면 

마찰 계수의 크기가 에서 로 급격히 증가

한다. 레이놀즈 수가 감소하면 점성 효과로 인해 

벽 전단응력이 증가한다. 댐핑(damping) 효과가 클

수록 표면 마찰 계수는 중요하게 되어진다.

유한 도메인의 경우, 레이놀즈 수는 Fig. 10(b)에 

표시된 것처럼 을 사용하였다. 폐쇄율은 크기

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표면 마찰 계수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표면 마찰 계수의 변

화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레이놀

즈 수가 일 때 유동의 흐름은 난류이며, 마찰에 

의한 항력은 폐쇄율과는 관계없이 무시 할 수 있

다. 두 번째, 유체가 구와 도메인 벽 사이를 통과하

여 구 주위에 유동이 흘러야하기 때문 일 수도 있

다. 이로 인해 마찰에 의한 항력이 증가하고 동압

이 증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면 마찰 계수는 유

지되어진다.

4.5 Q-criterion (vorticity strength)

Q-criterion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

용돌이를 식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속도 구배 

텐서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변수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Q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 ∥∥        (18)

여기서 ∥ ∥ 표기법은 텐서의 Frobenius norm

을 의미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9)

∥∥             (20)

여기서 S는 변형률 텐서라고 불리는 대칭 텐서

이며, 는 회전 텐서 또는 회전 속도 텐서이다.

Fig. 11과 12는 유한 도메인과 무한 도메인 내에

서의 세 가지 예시에 대한 Q-criterion (vorticity 

strength)과 유선을 나타낸다.   은 구가 수면

에 자유 낙하 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은 

구가 반쯤 잠겼을 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구가 완전히 잠긴 것을 나타낸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등각면은 공기(  )를 나타내고, 물

(  )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Q=0.01일 때, 무한 도메인에서 세 가지의 중요

한 예시로는, 유선형뿐만 아니라 소용돌이의 강도

는 Fig. 11에 나타나 있다. 구 주위 일정 거리 이후

에서는 vorticity strength는 낮고 유선 형태도 변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가 유체에 

영향을 줄 때, 측면 방향으로의 특정 거리까지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도가 높은 유체 안

에서 잠기기 시작하면, 구의 후류에서는 2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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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Q = 0.01, (b) Q = 0.1 일 때  가 

다른 무한 영역에 대한 등면 및 유선

Fig. 12. (a) Q = 0.01, (b) Q = 0.1 일 때  가 

다른 유한 도메인 (B.R. = 55 %)에 

대한 등면 및 유선

돌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차 소용돌이의 강도

는 구가 완전히 잠길 때 더 커진다. Q가 0.1이 될수

록, 와도 강도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고 구의 표면

에 더 가까워진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충돌특성에

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구의 주위에서 일어나며, 

도메인의 형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한 도메인에서 Q=0.01일 때와    일 때, 

무한 도메인과 비교 하였을 때, 소용돌이의 강도는 

유한 도메인에서 더 많이 관측되었다. 유체가 비압

축성이고 모든 면에서 경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구가 유체에 영향을 줄 때, vorticity strength는 

높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체는 움직이고 있고 충

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를 흡수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무한 도메인에서는 유체가 옆으로 움직

이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vorticity 

strength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구가 도가 높은 유체 내부에 더 많이 침수가 

되면 2차 와류는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가 유체 내부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2차 와류는 더 

많이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도메인 내 벽

의 점착조건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2차 와류는 

구 표면의 항력과 유한 도메인의 내부 압력을 증

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력 계수, 무차원 속도, 표면 압

력 계수 및 표면 마찰 계수에 대한 유한 및 무한 

도메인에서 수면으로 자유 낙하하는 강체 구의 영

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한 도메인은 

원통형 용기가 강체 구에 가깝도록 설치하여 해석

을 하였으며, 폐쇄율 (B.R.)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되었다. 유한 도메인 (Bounded domain)의 경우 

폐쇄율 (B.R. = 1%, 25%, 45%, 55%, 65% 및 75%)

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무한 도메인인 경우는 

폐쇄율은 0.01%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최종 결론은 다음

과 같다.

• 강체 구가 수면을 관통함에 따라 무차원 속도

가 감소됨을 확인되었다. 무한 도메인의 경우, 무

차원 속도의 감소는 레이놀즈 수가 감소하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유한 도메인 (즉, B.R.의 값이 증가

함에 따라)은 무차원 속도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유한 도메인의 경우,폐쇄율 25%보다 큰 무차원 속

도의 감소는 높은 레이놀즈 수를 나타내는 무한 

도메인에서의 감소보다 대략 두 배가 더 컸다.

• 항력 계수는 마찰 항력의 증가로 인해 무한 도

메인에서 레이놀즈 수가 낮을 때 더 높다. 반면에, 

유한 도메인 경우, 항력 계수의 초기 무한 도메인

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두 번째 최고점은 

구와 도메인 벽 사이의 수렴 부분의 형성으로 인

해 관찰되었다. 폐쇄율 값이 증가할수록 항력 계수

의 두 번째 최고점도 높았다.

• 구가 수면에서 반쯤 잠겨 있을 때, 압력 계수

는   일때 유한 도메인은 무한 도메인의 압력

계수보다 거의 두 배 더 높다.   (완전 물에 

잠긴 경우)일 때 유한 도메인에서 높은 음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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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만들어졌다. 높은 음압의 영역을 생성하였다.

• 무한 및 유한 도메인 관계없이, 무시할 수 있

는 마찰 항력으로 인해 표면 마찰 계수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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