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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익에서 발생하는 보텍스 유동 가시화 연구

홍지우* · 안병권†

Study on visualization of vortex flow on hydrofoils

Ji-Woo Hong* and Byoung-Kwon Ahn†

Abstract In order to design a propeller with high efficiency and excellent cavitation performance,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cavitation and noi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lade 
section shape are essential. In general, sheet cavitation, bubble cavitation, and cloud cavitation are the 
main causes of hull vibration and propeller surface erosion. However vortex cavitation, whi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noise level because the fastest CIS in ship propeller, has been researched 
for a long time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to control it. In this experiment,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vitation was measured by using three dimensional wings with two different 
wing section and wing tip shapes, and the noise level at that time was evaluated. In addition, we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vitation inception and hydrodynamic force using three component 
load cell and we measured the velocity field of wing wake using LDV.

Key Words : Flow Visualization(유동가시화), 3D Hydrofoil(3차원 수중익), Tip Vortex(날개 끝 보
텍스), Cavitation(캐비테이션), Laser Doppler Velocimetry(레이저 도플러 유속계)

1. 서 론  

일반적으로 날개 주변을 지나가는 유동은 날개

형상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여 날개 끝 와류(Tip 

vortex)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날개에 작용하는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감소하며, 특히 공기 중이 

아닌 수중에서는 압력 강하로 인하여 날개 끝에서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와류

로 인해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날개 끝 와류 캐

비테이션(Tip vortex cavitation, TVC)이라고 부른

다. TVC가 발생하면 앞서 언급한 단점에 추가적으

로 소음과 진동의 문제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하여 TVC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Amini et al.(2019)은 공기포화도나 표면 거칠기

와 같은 다양한 외적 조건에 차이를 두고 실험하

여 이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TVC 특성 차이를 확

인하였다. 수중익 주위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TVC 

현상을 보다 엄 하게 관측하기 위해 특수한 장비

를 사용한 가시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Lee et 

al.(2014)은 MRV를 사용하여 원형 관 내부의 유동

을 가시화하였고, Lee & Lee(2011)는 회전 용적형 

기어펌프 내부의 유동을 대상으로 캐비테이션을 

통한 유동가시화와 동일조건의 CFD를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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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Szantyr et al.(2011)은 PIV

를 사용하여 프로펠러 후류에서 발생하는 속도장

을 계측하고 CFD결과와 비교하였으며, Peng et 

al.(2017)은 3차원 수중익을 대상으로 LDV 및 

SPIV를 사용한 유동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여 후류 

유동장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날개에서 발생하는 보텍

스 유동을 초고속 카메라와 LDV를 이용하여 면

히 계측하였으며, 이때 유체력과 날개 후류 유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수중익 보텍스 유동 특성

날개 끝 보텍스 유동은 흡입면과 압력면의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종류의 캐비테이션 보

다 빨리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보텍스 캐

비테이션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어져 

왔으며, 최근에도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뤄지

고 있다. 특히 McCormick(1962)은 실험 및 이론해

석을 통해 날개 끝 보텍스 유동과 캐비테이션의 

발생특성을 식 (1)과 같이 나타낸 바 있다. 

  
 (1)

여기서 는 경험식에 의한 상수이며, 는 받음각, 

은 레이놀즈수를 의미한다. Fruman et al.(1995)은 

다양한 형상의 수중익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TVC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확장식을 개발

하였다. 점성유동장에서의 보텍스 모델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점성이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와도가 일정한 보텍스 내부 코어영역

과 비회전, 비점성인 코어 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Rankine(1858)은 이러한 두 보텍스 영역의 접선방향 

속도를 단순화 시켜 식 (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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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코어 반경 를 기준으로 내부영역과 외부 

영역으로 구분되며, 는 보텍스의 세기를 의미한다. 

이때 Rankine은 반경 방향 평형방정식을 사용하여 보

텍스 중심의 최소 압력을 식 (3)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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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때 식 (3)을 통해 압력계수와 캐비테이션수를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Schlichting 

(1979)의 난류 경계층 이론을 적용하여 무차원화

하면 식 (5)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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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와 는 각각 보텍스 중심의 직경

과, 보텍스의 세기이고, 은 양력계수를 의미하

며, 는 임의의 상수이다. 즉, 보텍스 캐비테이션

의 초생은 

에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Maines & Arndt(1997)은 다양한 형상의 날개에서 

실험을 통해 캐비테이션 초생수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

3. 실험 장치 및 조건

실험은 충남대학교 캐비테이션 터널(CNU-CT)

에서 수행되었다. 캐비테이션 터널의 재원은 Table 

1과 같으며, 내부 압력 및 속도 조절로 캐비테이션 

발생 정도를 조절가능하다.

Table 1. Specification of CNU-CT

Test Section 100mm x 100mm
(Contraction Ratio 15:1)

Max. Flow Speed 20m/s

Motor Power 90kW (120HP) Centrifugal Pump

Pressure (abs) 10kPa ~ 300kPa

Vaccum Pump 5x10-4 Torr (750W )

Air Compressure 8kgf/cm2 (5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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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형은 NACA 4412와 NACA 16-020 단면

형상을 갖는 3차원 날개 모형을 사용하였다. 각각

의 날개의 형상은 Fig. 1과 같으며, 주요 치수는 

Table 2와 같다. 

(a) NACA 4412 (b) NACA 16-020

Fig. 1. Test models

Table 2. Test model size

Wing section NACA 4412 NACA 16-020

Chord length[mm] 46.96 60 80

Span length[mm] 60 60

Aspect ratio (AR) 2.6 2.0 1.5

Fig. 2.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본 실험 시스템의 구성은 Fig. 2와 같으며, 먼저 

3차원 날개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발달 과정

을 보다 면 히 관측하기 위해 초고속카메라

(Photron FASTCAM mini- UX100 200K16G)를 사용

하였고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측하기 위해 

3축 분력계(Fx=10kgf, Fy=50kgf, Mz=1kgf*m)를 제

작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캐비테이션 초생 및 발생

하는 공동의 주기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날개 

끝 상부에 변동압력 센서(Kulite XTM-190)를 설치

하여 계측하였으며, 이를 음압수준(Sound pressure 

level, SPL)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도플러 속도계(Laser doppler velocimetry, 

LDV)를 이용하여 날개 주위의 x방향 평균 속도를 

계측하였으며, 원활한 계측을 위하여 추적입자로 

10 μm의 HGS(hollow glass spher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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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수중익 후류 유동 및 공동 발달 특성

실험은 날개의 받음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

입 유속을 증가시켜 아래와 같이 정의된 캐비테이

션수를 감소시켰다. 이때 P∞는 유입 유동의 압력

이며 Pv는 물의 증기압이고 V는 유입 유속이다. 

 


 

∞  
(6)

σ Fast-cam image

4.94

4.24

3.63

3.13

2.34

1.30

Fig. 3. Development of TVC according to 
cavitation number (NACA4412 α=10°)

σ Fast-cam image

2.33

1.99

1.74

1.51

1.30

1.12

Fig. 4. Development of TVC according to 
cavitation number (AR=2.0, α=15°)

Fig. 3은 NACA 4412 날개에서 받음각이 10도일 

때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 

캐비테이션수가 낮아질수록 날개 끝 보텍스 캐비

테이션의 크기가 커지고 σ=1.30에서는 날개 앞날

에서 얇은 층 공동(Sheet cavitation) 및 구름형 공동

(Cloud cavitation)과 같은 부분공동이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때 σ=4.94에서 날개 끝 보텍스 캐

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는 날개 끝에서 

유동 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에서 발생하여 성장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도를 증가시켜 캐비테이션수가 감소함에 따

라 날개 끝단에서 떨어져서 발생하여 공동이 성장

하면서 날개 끝에 점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종횡비 2.0을 갖는 NACA 16-020 날개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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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Fast-cam image

7°

10°

12°

Fig. 5. Development of TVC according to 
cavitation number (AR=2.6, σ=3.14)

α Fast-cam image

10°

12°

15°

Fig. 6 Development of TVC according to 

cavitation number (AR=2.0, σ=1.30)

음각이 15도일 때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성장 과

정을 보여준다. NACA 4412 날개와 마찬가지로 캐

비테이션수가 낮아질수록 발생하는 공동의 크기

는 커지며,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은 날개 끝

단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NACA 4412 날개와는 달리 NACA 

16-020 날개에서는 속도를 증가시켜 캐비테이션수

가 감소함에 따라 날개 앞날에서 발생한 얇은 층 

공동 및 구름형 공동이 날개를 덮을 만큼 성장하

면서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와 Fig. 6은 NACA 4412와 

NACA 16-020 날개의 받음각 차이에 따른 공동 형

상을 보여준다. 동일한 캐비테이션수에 대해 받음

각이 클수록 발생하는 공동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날개별 공동 발달 패턴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7은 캐비테이션을 통해 가시화된 결과와 동

일 유속 조건에서 압력을 걸어 캐비테이션이 사라

졌을 때의 LDV 계측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계측 

원점의 위치는 수중익의 날개 끝부분의 코드방향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흑색 영역은 시험 모형

으로 인한 미계측 영역이다. TVC의 위치는 LDV를 

통해 계측한 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과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TVC의 특성을 

LDV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8은 

Fig. 7의 점선 위치에 해당하는 단면에서의 속도 

contour를 나타낸 것으로 TVC 생성위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에 도달할 때까지 

TVC의 위치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으나 이후로

는  높이 방향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좌우방향으로는 변화량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종횡비가 1.5인 NACA 16-020에서 받음

각이 15도, 유속조건 5m/s일 때 y/c=0.0 위치에서 

후류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며, Fig. 10은 동일한 시

험 모형 및 조건에 대해 x/c=0.3, x/c=0.6, x/c=0.9 위

치에서의 x 방향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NACA 

4412의 계측과 다른 단면 형상, 유속조건, 크기의 

수중익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TVC의 위

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TVC의 기하학적 특성은 수중익 형태의 후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특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2 TVC 초생 및 유기소음 특성

3차원 날개 상부에 설치한 변동압력센서를 이

용하여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의 소음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11은 NACA 4412 날개에서 공동

이 성장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음압 수준을 보여준

다. 캐비테이션수가 감소할수록 전체적인 음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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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cavity (top) and non-cavity (bottom) condition at the same free stream 
(NACA 4412)

Fig. 8. Velocity contour : yz plane (NACA 4412)

Fig. 9. Velocity contour of 3D wing wake at 
y/c=0 (NACA 16-020, AR=1.5)

Fig. 10. Velocity contour of 3D wing wake
(NACA 16-020, A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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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avitation noise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cavitation numbers 
(NACA 4412, α=15°)

Fig. 12. Cavitation noise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cavitation numbers 
(NACA 16-020, α=15°)

준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날개 끝 보텍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날개 끝에 점착되기 시작

하는 σ=4.21 조건에서 주파수 2500Hz 영역에서 음

압 수준이 증가했다가 공동이 커질수록 다시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12의 NACA 

Fig. 13. Cavitation inception number and 
CL

2Rn0.4 relationship 

16-020 날개의 경우 날개 끝 보텍스의 세기가 상대

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식 (5)를 통해 보텍

스 캐비테이션의 초생은 CL
2Rn0.4에 선형적으로 나

타남을 확인한바 있다. 분력계로 계측한 CL과 초

고속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한 캐비테이션 초생수

와의 관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13에서 빈

사각형과 원형, 삼각형 기호는 기존에 Maines & 

Arndt이 수행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이때 사각

형 기호가 NACA 16-020 날개 단면 결과를 보여준

다. 이를 본 실험에서 수행한 NACA 16-020 날개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실험 결과는 받음각 및 종횡

비가 서로 다른 날개에 대해 수행한 결과이며, 이

를 통해 캐비테이션 초생수와 CL
2Rn0.4의 관계는 

종횡비 및 받음각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Arndt의 실험 결과는 단면이 서로 다른 날

개에서 캐비테이션 초생수와 CL
2Rn0.4의 관계는 다

름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NACA 4412와 NACA 16-020 단

면의 3차원 날개 후류의 공동 및 비공동 유동을 초

고속 카메라와 LDV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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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상부에 변동압력 센서를 설치하여 3차원 날

개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평가하였고, 3축 분

력계를 통해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측하였

으며,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개 끝이 뭉툭한 3차원 NACA 4412 날개에서

발생하는 날개 끝 공동은 캐비테이션수가 감소함

에 따라 직경이 커지면서 더 강하게 발달하는 반

면 날개 끝이 뾰족한 NACA 16-020 날개의 경우

날개 앞날에서 생긴 부분공동의 영향으로 날개 

끝 공동의 세기가 약해진다.

 LDV 계측을 통해 날개 후류에서 보텍스와 유

사한 위치에서 x방향 속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후 LDV를 통해 보텍스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NACA 4412 날개의 경우 날개 끝 보텍스 캐비

테이션의 특성이 특정 영역에서 소음수준으로 나

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날개 끝 보텍

스 캐비테이션이 약한 NACA 16-020날개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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