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초월공동 기술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의 고속화 연구가 국

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월공동은 수중운동체 주위에서 
발생하는 공동이 성장하여 몸체를 덮은 상태를 말하며, 발생 매커
니즘에 따라 크게 자연 초월공동(natural supercavitation)과 인공 
초월공동(artificial supercavi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자
연 공동은 운동체가 고속으로 운동할 때 주위 압력강하에 의해 
발생하며, 인공 공동은 몰수체의 특정 위치에서 압축가스를 분사
시켜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인공 초월공동은 일반적
으로 축 칭 형상을 갖는 수중운동체의 경우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캐비테이터 끝단에서부터 초월공동을 발생
시키며, 자연 초월공동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초월공
동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초월공동이 발생되기 이전까

지 마찰저항을 줄여 추진효율을 높이고 부분공동 상태에서 몰수체
에 작용하는 불균일한 유체력을 감쇠시켜 운동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월공동 기술은 2차 세계 전 이후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단순한 형상을 갖는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공동 및 초월
공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표적으로  Self and 
Ripken(1955)와  Waid(1957)의 경우 실험을 통해 축 칭과 다양
한 형상의 2차원 몰수체에서 발생하는 자연 초월공동의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Wu(1955)는 단순한 2차원 평판에서 발생하는 초
월공동에 관한 이론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이러한 초월공동 기술
은 초기에는 러시아를 필두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실제 러시아에서는 1977년에 Shkval이라는 기존 어뢰 속도
의 5배 수준으로 알려진 초월공동 어뢰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차세  초고속 수중 어뢰 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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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초월공동 기술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표적으로 Ahn, et al. (2012)과 Kim et al. (2013)은 자연 초월공

동에 한 실험 및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Ahn 
et al. (2017)은 다양한 형상의 캐비테이터를 상으로 공기 분사
량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발생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국내에서 수행된 초월공동 기술에 관
한 연구는 초월공동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캐비테이터의 성능
에 관한 연구로서 실험과 수치해석 모두 캐비테이터의 크기 및 
형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초월공동 특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
다. 하지만 실제 초월공동 수중운동체는 추진기관, 배기가스 분사
장치 등 다양한 기능 장치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수용
하기 위해 몸체의 크기는 전방 캐비테이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Shkval의 경우 캐비테이터 직경은 200mm이고 몸체 직경이 
533mm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초월공동 수중운동체를 설계할 
때는 전방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이 상 적으로 큰 
몸체를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실험 
및 해석연구를 통해 특정 캐비테이터의 직경과 형상이 정해져있을 
때 특정 캐비테이션수 조건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크기는 예측가능
하다. 하지만 이는 캐비테이터 후방에 몸체가 없는 경우의 결과로 
실제 몸체 유무 및 형상 변화에 따른 공동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몸체의 형상과 캐비테이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몸체의 형상은 몸체 직경을 고정하고 전두부의 길이와 각도를 
변화하였으며, 캐비테이터는 서로 다른 직경과 형상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실험은 다양한 크기를 갖는 몸체와 캐비
테이터를 가지고 이들의 조합을 바꿔가며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공동 내부
압력을 계측하여 조건 변화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특성을 파악
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모형
실험은 충남 학교 캐비테이션터널(CNU-CT)에서 수행되었

다. 터널 시험부의 단면 크기는 100mm x 100mm이고 최  유속은 
20m/s이며, 터널의 자세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인공적인 초월
공동 실험을 위해서는 터널 외부에서 실험모형에 압축공기를 주입
해야하며, 터널에 분사된 공기가 다시 시험부로 돌아와 발생하는 
공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 학교 캐비테이션
터널은 시험부 전방에 분사된 공기를 포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분사된 공기가 시험부로 재유입 되지 않아 인공 초월공동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모형은 Fig. 1과 같이 캐비테이터, 전두부, 몸체, 지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모형의 몸체 직경(BD)과 길이(BL)를 각각 
25mm, 362mm로 고정하고 캐비테이터의 직경(dc, 3종)과, 전두
부의 길이(SL, 4종)를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Table 2는 
이들 모형의 주요 치수를 보여준다. 또한 캐비테이터의 직경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형상의 캐비테이터 4종에 해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끝단의 형상이 서로 다른 원판형 캐
비테이터 2종과 45도 각도의 원뿔형, 장축과 단축의비가 2:1인 
타원형 캐비테이터에 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원뿔형과 타원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원판형 캐비테이
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과 비교를 위해 인공 초월공동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캐비테이터 끝단의 위치를 동일하게 설계하였
다. (Fig. 2 참조)

Table 1 CNU-CT Specifications
Test section (I) 100mm x 100mm (Contraction ratio 15:1)
Test section (II) 120mm x 50mm (Contraction ratio 25:1)
Max. flow speed 20m/s (Section I),  30m/s (Section II)
Motor power 90kW (120HP) Centrifugal pump
Pressure (abs) 10kPa ~ 300kPa
Vacuum pump 5x10-4 Torr (750W)
Air compressure 8kgf/cm2 (5HP)

Fig. 1 Test model 
Table 2 Test model size
Cavitator diameter [mm] 8.6 9.4 10.5
Body diameter [mm] 25
Body length [mm] 362
Fore-body length [mm] 82.5 140 160 180
Fore-body angle [deg] 6.1 3.6 3.1 2.8

Fig. 2 Cavitator shapes (dc=1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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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인공 초월공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터 후방으로 

공기를 정량적으로 분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 공동의 캐비테이
션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Fig. 3과 같이 터널 외
부에 에어 컴프레셔와 연결한 공기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때 TSI사의 공기유량계 MODEL4043
을 사용하여 공기 유량계에서 분사되는 공기의 체적유량을 확인하
였다. 외부로부터 주입된 공기는 캐비테이터 앞단으로부터 9mm 
위치에 직경 1.5mm를 갖는 4개의 공기 분사홀을 통해 분사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인공 공동 내부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해 캐비테
이터 앞단으로부터 30mm, 130mm에 위치한 압력 계측 홀에서 터
널 외부에 설치한 절 압력센서(Kulite ETM-200-375)로 호스를 
연결하여 계측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
의 발생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
(Photron Mini UX100)를 사용하여 초당 2000 frame의 속도로 촬
영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초고속 카메라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공
동의 길이와 최  직경을 계측하였다. 특히 공동 길이의 경우 부력 
효과로 인해 비 칭적이며, 분사된 공기가 후류방향으로 빠져나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Fig. 4와 같이 공동의 하단부의 
길이를 공동의 길이로 정의하였다.

Fig. 4 Definition of cavity length and maximum diameter 

3. 실험 결과
3.1 몸체 조합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특성

실험은 각각의 유속에 해 아래 식 (1)과 같이 무차원한 공기 
분사량(air entraintment coefficient, Cq)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V는 시험부 유입 유속, dc는 캐비테이터 직경
을 나타내며, 는 캐비테이터 후방으로 주입되는 공기의 체적유
량이다. 각각의 속도 조건 및 캐비테이터 크기에 따른 실험조건은 
Table 3과 같다. 몸체 조합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특성은 캐비테이
터의 형상에 상관없이 동일한 특성으로 나타나며, 본 논문에서는 
Fig. 2의 Disk I 형상의 결과로 나타내었다.

  




 (1)

 

 (2)

Table 3 Test conditions
Cq 0.04~0.14, △Cq=0.02
V [m/s] 4 6 8 10
Fn (dc=8.6mm) 13.77 20.66 27.54 34.43
Fn (dc=9.4mm) 13.17 19.76 26.34 32.93
Fn (dc=10.5mm) 12.46 18.69 24.93 31.16

Fig. 5는 캐비테이터 직경이 9.4mm이고 전두부의 길이가 
160mm인 실험모형에 해 프루드수(Froude number, Fn) 26.34
에서 무차원한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을 보여준다. 초기에 포말형태로 발생한 
인공 공동이 공기 분사량이 증가하면서 깨끗한 초월공동으로 발달
하며, 공기 분사량을 줄이면 다시 포말형태의 인공 공동으로 돌아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제한된 공간인 캐비테이션터널 실험의 
경우 터널 벽면의 영향으로 모형의 크기에 따라 폐색효과
(blockage effect)가 발생한다. 초월공동 실험의 경우 캐비테이터 
후방에서 발생한 초월공동의 크기와 터널 크기의 비율로 폐색 정
도가 정해지며, 터널의 크기가 다르더라도 캐비테이터와 터널의 
크기 비율이 동일하면 동일한 기하학적 특성을 갖는 공동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폐색효과로 인해 Fig. 5와 같이 초월공동이 
발생하면 이후 공기 분사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 공동이 성장하
지 않으며 캐비테이션수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터널 벽면의 영향
으로 실험모형 주위의 속도는 유입 유속보다 커지기 때문에 무한
영역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캐비테이션수에서 공동의 
기하학적 특성이 달라지며, Kalikov and Sholomovich(1966)는 축

칭 물체에 해 터널과 무한 영역에서의 캐비테이션수 관계를 
확인한바 있다. 또한 공기량을 증가시킬 때와 깨끗한 초월공동이 
발생한 이후 공기량을 감소시킬 때 동일한 공기량에서 발생하는 
인공 공동의 발생 특성이 다른 이력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폐색효과로 인한 공동 특성 및 공동의 이력현상은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Kawakami and Arndt 2011;  
Ahn et al., 2017), 이는 캐비테이터 후방에 뭉툭한 몸체가 존재하
더라도 인공 공동의 주요 특성중 하나인 이력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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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초월공동은 자연 초월공동과는 달리 상 적으로 낮은 속
도영역에서 초월공동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력장에서 
발생하는 부력효과로 인해 공동 끝이 들려 올라가 축에 비 칭적으
로 형성된다. 부력효과는 유동의 관성력에 비해 중력의 효과가 상

적으로 클수록 명확하게 나타나며, 이를 앞선 식 (2)의 프루드수
로 표현할 수 있다. Fig. 6은 캐비테이터 직경이 10.5mm이고 전두
부의 길이가 180mm인 몸체를 갖는 모형에 해 무차원한 공기 
분사량이 일정할 때 프루드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
을 보여준다.  프루드수가 작을 때 즉, 관성력에 비해 중력의 효과
가 상 적으로 클 때 초월공동 끝부분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반 로 프루드수가 커질수록 중력에 의한 효과는 상

적으로 작아져 축 칭인 인공 초월공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Cq Cavity formation
0.04

0.06

0.08

0.10

0.12

0.14

0.12

0.10

0.08

0.06

0.04
Fig. 5 Artificial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air 

entrainment coefficient 

Fig. 7은 서로 다른 크기 캐비테이터 직경을 갖는 3가지의 실험 
모형에 해 무차원한 공기 분사량이 동일(Cq=0.14)할 때 프루드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한 캐비테이션수 차이를 보여준다. 이
때 P∞는 유입 유동의 압력이며 Pc는 공동 내부 압력을 나타낸다.

 




 

∞   (3)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터널 벽면부의 영향으로 인해 초월공동
이 발생한 이후 공기량을 더 증가시켜도 공동 형상 및 캐비테이
션수의 변화는 없다. 이때의  캐비테이션수를 최소 캐비테이션
수(σmin)라고 하며, 캐비테이터의 직경이 다를 때 발생하는 초월
공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캐비테이션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Fn High-speed images
12.46

18.69

24.93

31.16
Fig. 6 Buoyancy effects of artificial supercavitation (Cq=0.14)

Fig. 7 Change of the minimum cavitation number according 
to Froude number (Cq=0.14)

일반적인 인공 초월공동 특성 이외에 본 실험에서는 전두부 길
이와 캐비테이터 직경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기하학적 특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8은 몸체 전두부의 길이가 
82.5mm와 160.0mm일 때 서로 다른 3종의 직경을 갖는 캐비테이
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을 보여준다. 전두부의 길이가 
82.5mm인 경우 캐비테이터의 직경이 8.6mm에서 10.5mm로 커
질 때 발생한 공동의 폭은 커졌으나 길이의 경우 공동 폭의 변화에 
비해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전두부 길이 160.0mm의 
결과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공동의 
길이의 경우 동일한 캐비테이터 직경을 가질 때 전두부의 길이가 
커질수록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캐비테이터의 직경이 
더 큰 경우에도 전두부의 길이가 짧으면 길이가 더 짧은 인공 초월
공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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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캐비테이터 후방 몸체의 형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전두부 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형상을 확인하
기 위해 캐비테이터의 직경과 형상을 고정하고 몸체의 전두부 
길이를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9는 그중 캐비테이
터 직경이 10.5mm이고 프루드수가 18.69, 무차원한 공기 분사
량이 0.16일 때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을 보여준다. 캐비테이
터의 직경이 동일함에도 전두부의 길이가 길어질 때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길이가 더 길어지며, 각각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인
공 초월공동의 길이가 전두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캐비테이터 후방에 전두부와 두
꺼운 몸체가 존재하지 않고 캐비테이터보다 작은 직경을 갖는 
지지부만 설치된 경우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과 비교하였을 때 
몸체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 크기 차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한 인공 초월공
동은 부력효과로 인해 공동 하단부터 전두부에 부딪치면서 초월
공동이 안쪽으로 재돌입됨에 따라 나타나며, 공동과 몸체의 접
촉은 전두부의 각도가 클수록 공동의 길이가 짧을 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캐비테이터 직경이 동일함에도 전두부의 각도가 크거
나 길이가 작아질수록 길이가 짧은 초월공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SL High-speed images
w/o
body

82.5

140.0

160.0

180.0
Fig. 9 Artificial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fore 

bodies (dc=10.5mm)

Fig. 10은 캐비테이터 직경이 10.5mm일 때 몸체 직경으로 무
차원한 전두부 길이와 프루드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캐비테이
터의 직경으로 무차원한 인공 초월공동의 길이(LS)를 보여준다. 
이때 인공 초월공동의 길이는 캐비테이터로부터 발생한 공동의 
하단부가 전두부에 부딪쳐 재돌입유동이 발생하는 구간까지로 정
의하였다. 먼저 프루드수가 일정한 경우 Fig. 8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캐비테이터 직경으로 무차원한 초월공동의 길이는 몸체 직경
으로 무차원한 전두부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몸체형상에서도 프루드수가 커질수록 초월공동
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프루드수가 커질
수록 부력효과가 낮아지면서 공동이 들려올라가는 정도가 낮아지
기 때문에 초월공동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Fig. 6을 통해서도 육안으로도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the cavity length for different non 
dimensional fore body lengths

동일한 크기와 형상을 갖는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인공 초
월공동이 후방 몸체로 인해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질 때 초월공동 
내부 압력을 계측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Fig. 11은 캐비테이
터 직경이 10.5mm일 때 유체 동압( )에 한 차압
(∞ )을 나타낸 그래프로 기울기가 캐비테이션수를 의미한

dc SL=82.5mm SL=160.0mm
8.6

9.4

10.5

Fig. 8 Artificial supercavit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avitator di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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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프에서 x축 유체 동압이 커지는 것은 터널 내부 유속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차압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몸체 전두부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공동의 크기
가 달라져도 동압에 한 차압이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두부 길이 변화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크기가 변하더라도 공동 
내부압력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Fig. 11 Comparison of pressure inside the supercavity 

3.2 캐비테이터 형상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특성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초월공동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캐비

테이터는 초월공동 수중운동체 연구의 핵심이며 관련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 본 실험에서는 캐비테이터 후방에 운동
체가 존재할 때 동일 유속 조건 및 공기 분사량 조건에서 캐비테이
터 형상차이에 따른 인공 초월공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Fig. 12는 4종의 캐비테이터 직경이 모두 동
일한 10.5mm의 결과로 유속과 캐비테이터 직경으로 무차원한 공
기 분사량의 정의에 따라 Cq가 동일할 때 실제 분사되는 공기의 
체적유량도 동일하다. 이때 원판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Fig. 2에서
와 같이 캐비테이터 끝단의 형상이 다른 경우로 Fig. 12의 결과에
서는 공기 분사량이 증가할 때 동일한 거동을 보이면서 초월공동
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뿔형과 타원형 캐비
테이터의 경우 Cq=0.04에서도 깨끗한 초월공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직경이 동일함에도 원판형 캐비테이터에 비해 발생
하는 초월공동의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비테이터에
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은 캐비테이터 직경뿐만 아니라 형상에 따라
서도 달라지며, 운동체 및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크기, 작용하는 
항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택해야한다.

Fig. 13은 4가지 형상의 캐비테이터에 해 프루드수 변화에 
따른 캐비테이션수와 발생한 인공 초월공동의 무차원한 최  직경을 

Fig. 12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supercavitation for different cavitator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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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먼저 모든 캐비테이터에 해 프루드수가 증가할수록 
최소 캐비테이션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Fig. 13 Comparison of the maximum cavity diameter for 
different cavitator shapes

Fig. 14 Artificial supercavity shapes according to different 
cavitators (Fn=18.69)

따라 초월공동의 최  직경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원뿔형과 타원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캐비테이터 직경이 동일함에
도 원판형 캐비테이터보다 낮은 최소 캐비테이션수를 가지며 그중
에서도 타원형 캐비테이터가 가장 낮은 최소 캐비테이션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공기량이 주입될 때 캐비테이터 
후류에서 발생하는 초월공동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동 내부의 압력
(Pc)이 커지므로 상 적으로 작은 캐비테이션수를 갖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Fig. 14는 프루드수 18.69인 조건에 해 Fig. 12에서 비교한 
서로 다른 3가지 형상을 갖는 캐비테이터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형상
을 비교한 결과이다. Fig. 13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공동의 최  직경
은 원판형이 가장 크고, 타원형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판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다른 형상에 비해 공동의 직경이 크기 때
문에 상 적으로 캐비테이터 끝단에서부터 공동이 몸체의 하단에 닿
는 부분까지의 거리는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는 원판형 캐비테이터와 원뿔형 캐비테이터에서 동일 
유속 조건에서 동일한 공기량을 분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0.087초 
동안의 공동의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조명을 시험 모형 뒤편
에서 초고속 카메라로 향하게 설치하여 공동 및 시험 모형의 그림
자를 촬영하여 명암 조를 통해 공동의 생성 정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였다. 초기에 캐비테이터의 형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발생
하기 시작한 공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시간이 지날수록 원뿔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깨끗한 초
월공동으로 약 0.05초 이내의 빠른 시간에 발달하는 반면 원판형 
캐비테이터의 경우 0.87초가 경과하여도 포말형 공동 상태로 유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캐비테이터 후류 유동과 공동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재돌입유동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

Fig. 15 Comparison of the cavity development between disk and cone type cav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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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원판형 몰수체 후류의 압력과 원뿔형 몰수체 후
류의 압력의 경우 원판형의 경우 원뿔형에 비해 상 적으로 낮으
며, 이는 실제 계측된 공동 내부압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캐비테이
션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동일한 유속 조건에서 외부 
압력이 동일할 때 원판형 캐비테이터 후류의 압력이 상 적으로 
낮아 재돌입유동이 강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재돌입유동으로 인해 
공동의 발달이 저해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실험연구는 캐비테이터와 몸체의 조합에 따라 발생하는 인

공 초월공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캐비
테이터와 몸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도록 형상을 설계 및 제작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캐비테이터 형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캐비테이터의 형상이 다를 때 인공 초월공동을 발생시키기 위
해 필요 공기 분사량이 다르며,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크기 
또한 다르다.

인공 초월공동의 크기가 다를 때 초월공동 내부압력이 달라지
며, 내부압력은 공동의 크기가 작을수록 큰 값을 가진다.

캐비테이터의 형상에 따라 재돌입하는 유동의 차이로 인해 초
월공동의 발달 속도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몸체 형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의 특
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캐비테이터 후방에 직경이 큰 몸체가 존재하더라도 인공 초월
공동은 초기에 포말형태의 부분 공동에서 완전한 초월공동의 상태
로 발달하는 특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몸체가 있을 때 발생하는 인공 초월공동에서도 공동 및 공동 
내부 압력의 이력현상, 부력현상과 같은 인공 초월공동의 주요 특
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두부 길이는 인공 초월공동의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유속 및 공기 분사조건에서 전두부의 길이가 길고  전두부 
각도가 작을수록 더 긴 초월공동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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