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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박 추진분야에서 일반 프로펠러에 대한 설계 및 제작은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그 외에 복합 추진기, 워터젯 등의 분야에서는 

완제품이나 주요 기술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특히, 

워터젯은 과거에는 프로펠러를 대체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소형선박 뿐 아니라 미래에는 대형 선박까지 그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던 추진체계이다. 상선, 여객선 등 국내에서 

운용중인 선박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해군 

함정도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륙양용 장갑차, 고속 공기부양정, 

그리고 차기고속정, 유도탄 고속함 등에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도 구조나 치안 임무를 위해서 해경제트보트, 

고속경비함, 공기부양정 등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특히, 

해군함정 개발에 있어서 워터젯 추진체계는 선진국에서도 몇 개 

국가의 소수의 업체들만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어렵고 

대한민국에서도 유도탄 고속함 개발시에 국산 개발 및 장착이 

진행되었다가 차기고속정 개발하면서 다시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서 정비나 수리 시에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설계된 임펠러에 대한 

성능 확인 방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여러가지 이유 

중 중요한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특정한 임펠러에 대하여 CFD와 

모형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TTC에서 제안한 Pump loop test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모형 실험 구성 방법을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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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새로운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CFD를 

활용하여 임펠러 성능시험 확인 방법을 하고자 하였다. 설계된 

임펠러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CFX를 통해 각종 무차원계수 

값들을 도출하고 모형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모형실험은 

서울대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임펠러에 주변의 압력과 추력, 토크 

측정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설계된 임펠러와의 

축척은 1:30.67로 구성하였다. 모형실험을 진행하면서 설계된 

임펠러의 성능을 실험만으로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형실험을 통해 확인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CFD를 

활용하여 모형실험과 동일한 해석영역을 구성하고,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모형실험의 신뢰성과 설계된 

임펠러의 성능을 한번에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 

프로펠러와는 달리 관 내 유동인 임펠러의 특성에 따라 관의 

형상을 바꾸어가면서 수치해석을 진행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1) 모형실험 구성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 모형실험과 설계값의 단순 비교가 어려울 시 추가 

수치해석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CFD를 

통하여 관의 형상을 변경해가면서 임펠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임펠러의 성능 확인 방법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임펠러, 캐비테이션 터널, 모형실험 

학 번 :  2018-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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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해군 전력에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큰 함정과 파괴력이 큰 

함포를 가지고 적의 전력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선진국들은 크고 파괴력이 강한 함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무기체계들도 발전되어 

나왔다. 하지만, 독일이 U-보트, 즉 잠수함이라는 무서운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하면서 해양 전장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적은 수로도 많은 적을 격침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는 잠수함의 강함이 해군 전력의 척도가 되면서 

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대한민국 역시 209급, 214급 등 수십년동안 잠수함 

세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거듭해왔다. 

한편, 그동안 수상함 전력 발전이 멈춰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잠수함 전력의 단점은 속력이 느리고 눈으로 표적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상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소음을 줄이고, 속력을 

빠르게 하여 잠수함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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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부합하기 위하여 고속 

여객선에 도입되어 사용중이던 워터젯이라는 추진체계를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워터젯 추진장치는 펌프의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명 물 

분사 추진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스크류 프로펠러와는 달리 

물을 빨아들여 선박의 후미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비행기의 제트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여 후미로 분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펠러는 선박 밖으로 노출되지만, 

워터젯은 선체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감소시켜주고 

천해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수중으로 퍼지는 소음도 적은 강점이 

있다. 해군 함정에서는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수륙양용 장갑차, 

고속 공기부양정, 그리고 차기고속정, 유도탄 고속함 등에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ure 1-1 KAAVs of ROK Marin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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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 고속함은 해군에서 수십년 운용 후 노후화된 초계함과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함정으로써, 크기는 작지만 

전투체계, 레이더, 유도탄 등 참단 군사 무기체계가 탑재되어 있다. 

노후되어 현재 퇴역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정은 프로펠러 추진체계 

기반으로 속력이 최대 약 50km/h 정도였지만, 이 유도탄 고속함은 

워터젯 추진체계 기반으로 최대 약 80km/h까지 고속항해가 가능한 

강점이 있다. 선도함 개발시에는 워터젯을 외국 선진국에서 개발된 

것을 수입하여 장착하였지만 2번함부터는 국내 개발된 워터젯을 

장착하여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발 워터젯을 

장착했을 당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축 비틀림 현상과 

함께 함정이 직진하지 못하고 지그재그 기동을 지속하여 함정 

건조가 계속 늦어졌던 문제가 있었으며, 계획된 성능에는 

만족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Figure 1-2 Image of ROKN vessel(PK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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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유도탄 고속함 이후에 개발된 

차기 고속정에는 1번함부터 후속함까지 모든 함정에 수입된 

워터젯이 탑재될 예정이며, 2020년 현재 시점에도 변동 없이 

추진중이다. 차기 고속정은 유도탄 고속함보다는 소형 함정으로써, 

보다 적과 근접하여 교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적과 근접 교전이 

목적이다보니, 보다 기동이 신속해야 하고 천해에서도 기동이 

가능해야 하며, 수중세력(잠수함)에도 노출 확률이 적은 워터젯을 

장착하게 된 것이다. 

 

 

Figure 1-3 Image of ROKN vessel(PKG-B)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함정에 워터젯 추진 함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된 

워터젯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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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부 업체에 확인 방법이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정회성(2018)의 연구에 따르면, 상륙돌격 장갑차 

개발시에도 워터젯이 장착된 모형을 기동시키면서 추진과 저항 

성능을 함께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계된 임펠러에 대한 

성능 향상보다는 저항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개발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워터젯 추진체계 기반의 해군함정 개발시에도 개발 

단계에서는 임펠러 자체의 성능 향상보다는 저항성능 향상과 중량 

등의 조절을 통해서 목표 속력에 도달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펠러 추진기와 워터젯 추진기 모두 물을 밀어내는 힘으로 

배를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프로펠러 성능 

확인은 ITTC 등에서 그 방법이 잘 정립된 데에 반해, 워터젯에 

대해서는 세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높은 추진효율과 우수한 캐비테이션 

성능으로 인해 워터젯 추진은 고속 선박에 적합한 추진방식이다. 

기존에는 소형 선박에 적용되어오던 것이 세계적으로 점점 대규모 

선박에도 적용되어지는 추세이다. 이럴수록 선박의 동력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펌프의 유압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과 CFD 소프트웨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점성 유동 

시뮬레이션이 워터젯을 설계하는데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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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체에 워터젯을 장착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이전에 임펠러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임펠러 단독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형실험과 CFD를 활용하여 임펠러 자체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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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워터젯의 성능 확인을 위한 방법에 대하여 ITTC(1996 ~ 2011) 

에서 정리된 바 있는데 모멘텀 플럭스 변화량( ∆𝑀 )으로 순추력을 

확인하고, 이 순추력( 𝑇𝑛𝑒𝑡 )과 나선저항( 𝑅𝑇𝐵𝐻 )과의 관계는 일반 

선박과 같은 추력감소비(𝑡)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𝑇𝑛𝑒𝑡(Net thrust) = ∆𝑀(Momentum flux)  = 
𝑅𝑇𝐵𝐻

(1−𝑡)
    (1.1) 

한편, ITTC는 임펠러의 단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워터젯 시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Inlet duct test, 

Pump loop test, Waterjet system test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Waterjet system test는 캐비테이션 터널에  워터젯을 설치하고, 

배출된 물은 다시 터널로 돌려 보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유입되는 유량 조건에 따른 성능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1-4) 

Inlet duct test는  기본적으로는 실험 구성이 Waterjet system test와 

같으나, 유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 펌프가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 모델은 비교적 정확한 유속 측정 및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적인 캐비테이션 터널 실험과 비교하여 관측 및 

측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유입구(inlet)로의 유입 

조건은 경계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강한 비대칭적인 유동 

분리를 유발하고 관(duct) 출구에서 유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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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Waterjet system test (ITTC 2011) 

 

 

 

Figure 1-5 Inlet duct test (ITT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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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loop test는 캐비테이션 터널 관측부 중앙에 임펠러를 

설치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유량 유입조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데이터 측정과 관측부를 통한 시각확인이 쉽다. 

유량계수의 범위는 정상 작동 중에 선박에서 예상되는 범위까지 

펌프의 양 측면의 설계 외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ITTC에서는 

Pump loop test를 진행할 때 캐비테이션의 한계 및 펌프 효과를 

연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Figure 1-6) 

 

 

 

 

Figure 1-6 Pump loop test (ITT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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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체에 워터젯을 장착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이전에 임펠러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ITTC에서 제시하고 있는 캐비테이션 

터널을 이용한 실험방법 중 Pump loop test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워터젯의 성능 추정시에 추력은 

모멘텀 플러스의 변화량으로 추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센서와 동력계를 설치하여 추력을 직접 계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𝐾𝑇 =  
𝑇

𝜌𝑛2𝐷4
                       𝐾𝑄 =  

𝑄

𝜌𝑛2𝐷5
                (1.2), (1.3) 

 

ITTC에 따르면 전체 워터젯의 효율( 𝜂𝑂𝐴 )은 waterjet 

단독상태에서의 효율인 Free stream efficiency( 𝜂0 )와 Interaction 

efficiency(𝜂𝐼𝑁𝑇)로 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𝜂𝑂𝐴(Overall efficiency) = 𝜂0(Free stream efficiency)×𝜂𝐼𝑁𝑇(Interaction 

efficiency) = (1 − 𝑡)
𝑇𝑛𝑒𝑡𝑈0

2𝜋𝑛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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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tream efficiency( 𝜂0 )는 Pump efficiency( 𝜂𝑃 ), Ducting 

efficiency(𝜂𝑑𝑢𝑐𝑡), Ideal jet efficiency(𝜂𝐼)의 곱으로 표현된다. 

 

𝜂0(Free stream efficiency) = 𝜂𝑃(Pump efficiency) × 𝜂𝑑𝑢𝑐𝑡(Ducting 

efficiency) × 𝜂𝐼(Ideal jet efficiency)    (1.5) 

 

Pump efficiency(𝜂𝑃)는 free stream pump efficiency(𝜂𝑃0), installation 

efficiency(𝜂𝑖𝑛𝑠𝑡)로 구성되어 있다. 

 

𝜂𝑃(Pump efficiency) = 𝜂𝑝0(free stream pump efficiency) 

× 𝜂𝑖𝑛𝑠𝑡(installation efficiency)    (1.6) 

 

ITTC에 따르면 Pump loop test에서는 free stream pump efficiency를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𝜂𝑝0 =
𝜌𝑔𝑞𝐻

𝑃𝐷
=  

𝜌𝑔𝑞𝐻

2𝜋𝑛𝑄
=  

𝐽𝐾𝑇

2𝜋𝐾𝑄
=  

ф𝜓

2𝜋𝐾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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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각 변수들은 밀도(ρ), 유량(q), 수두(H), 전진비(J), 유량 

계수(flow coefficient / ф), 수두 계수(Head coefficient / ψ)이다.  

Robert, W.F & Alan, T.M(1998)에서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가정했을 때 운동에너지 

계수 α와 1, 2 위치에서의 수두 H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α =  
1

𝐴
∫ (

𝑉

𝑉𝑎𝑣𝑒
)

3 

𝐴

𝑑𝐴           (1.8) 

 

H = (
𝑝1

𝜌𝑔
+  𝛼1

�̅�1
2

2𝑔
+  𝑧1) − (

𝑝2

𝜌𝑔
+  𝛼2

�̅�2
2

2𝑔
+  𝑧2)          (1.9) 

 

Pump loop test에서는 임펠러 앞, 뒤에서의 높이 차가 없고(z1=z2), 

파이프 유동에서는 에너지 방정식에서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중요한 항들에 비해 비교적 작기 때문에 α = 1을 적용하므로 위 

방정식에 대입하면 수두 H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수두 H는 측정된 추력 값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다. 

H =
𝑇

𝜌𝑔𝐴𝑥
=  

∆𝑝

𝜌𝑔
+

∆𝑉2

2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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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는 특정 위치에서의 단면적, T는 측정된 추력, ∆𝑝는 임펠러 앞, 

뒤에서의 압력 차, ∆V
2는 임펠러 앞, 뒤에서의 속력 제곱의 차이를 

나타낸다. 

수두 계수(Head coefficient / ψ)는 H(Head) 값을 파이 정리를 

이용하여 구한 무차원 계수 값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n은 임펠러 회전속도(rps), D는 임펠러 직경이다.  

ψ =  
𝑔𝐻

𝑛2𝐷2
            (1.11) 

Robert, W.F & Alan, T.M(1998)에서는 펌프에서 수두와 동력은 

관성력에 의해서 발생하고, 펌프 내부의 유동형상과 펌프의 성능은 

체적유량과 회전속도에 따라 변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ф는 

유량계수(flow coefficient)인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에서의 

전진비(J)와 마찬가지로 각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ф =  
𝑞

𝑛𝐷3
           (1.12) 

워터젯 개발 기술은 그동안 설계 및 성능 확인/분석을 위한 

계산도구(computational tool)와 소형 워터젯 기술 두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ITTC에 따르면 Kerwin(2006)은 워터젯 

추진체계의 설계 및 분석에 적용된 실험 및 전산 유체역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속하고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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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산 도구가 워터젯 설계 및 해석에 유용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또한 Kerwin, et al.(2006)은 연구를 통해 덕트/포드 

프로펠러 및 워터젯 추진기의 유체역학적 설계/분석 문제에 대해 

전체 유동장의 축 대칭 유동과 양력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성된 

통일된 접근법을 제시했다.  

Lavis, et al.(2007)은 고속보트용 축류 워터젯 펌프를 설계하였다. 

90인치 직경의 워터젯 4개로 추진되는 보트였는데, 캐비테이션 

터널에 1/12 스케일 모형을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대표적인 

대형 모형선을 이용하여 수조에서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 

 

 

Figure 1-7 Model test in cavitation tunnel(Lavi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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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wton, et al.(2006)은 Lavis, et al.(2007)이 설계한 워터젯의 추력, 

토크 등의 성능에 대하여 RANS 코드를 통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수치해석을 진행한 워터젯의 컴퓨터 

형상과 실험/계산 간의 성능 비교를 나타낸 자료이다. 

 

 

Figure 1-8 Computer image for RANS calculation(Brewton, et al., 2006) 

 

 

Figure 1-9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RANS calculation and 

measurement(Brewt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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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선행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펠러의 단독 성능 실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그 첫번째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설계된 임펠러에 대한 성능 확인을 통해 설계값과 비교를 

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STAR CCM+, ANSYS 등 다양한 수치해석 

플랫폼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임펠러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된 임펠러를 바로 모형선에 장착하여 저항/조종/추진성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그 전 단계로 

임펠러의 단독 성능을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임펠러에 대해 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치해석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분석해서 CFD를 활용한 임펠러의 성능 확인 방법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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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ANSYS를 이용하여 설계된 임펠러에 대하여 

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치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분석해서 CFD를 활용한 임펠러의 성능 확인 방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모형실험은 ITTC에서 제시하고 있는 Pump loop 

test절차를 기본으로 임펠러에 대한 추력, 토크, 효율 등 각종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성능요소별 비교를 통해 각종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STAR CCM+를 이용하여 ANSYS를 

이용해 설계했던 해석영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설계값을 

비교/분석하여 신뢰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후 STAR CCM+을 활용하여 모형실험과 동일하게 해석영역을 

구성하고 선행연구 단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추력, 토크, 압력 등 

각종 데이터들을 획득하여 모형실험과 수치해석 간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기관(목포대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해석 

영역에서의 임펠러 성능을 FLUENT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이 역시 STAR CCM+을 활용해 결과값을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적 분석을 통해  

임펠러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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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임펠러의 제원 및 성능 

 

2.1. 대상 임펠러의 제원 및 특성 

임펠러의 설계는 ANSYS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본 임펠러 

설계시 지속적으로 형상을 바꿔가면서 수치해석을 통해 추력, 토크, 

수두 등을 확인해가면서 최적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임펠러를 

설계하였다. 

Table 2-1 Specification of designed impeller 

Item Value 

Diameter, D 4,600 mm(rotor 4,590.8mm) 

Flux, q 100.8 m
3
/s 

Shaft speed, n 89.5 rpm 

 

 

Figure 2-1 Final image of designed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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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기 설계되어 서울대학교 

추진기연구실에 제원이 알려져 있는 임펠러를 활용하였다. CFX를 

통해 상기에서 설명한 제원의 임펠러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여 

확인한 성능은 다음과 같다. 

Table 2-2 Performance of designed impeller 

Item Value 

Torque coefficient, KQ 0.071 

Thrust coefficient, KT 0.327 

Flow coefficient, ф 0.694 

Head coefficient, ψ 0.525 

Pump efficiency, η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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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xial/Rotational velocity distributions(④ ~⑧) 

 

  

 

Figure 2-3 Velocity distributions at outlet(Axial / Rotational) 

 

추후 3장에서 모형실험에 대해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형실험 결과를 설계값과 비교하기 위하여 확인된 설계 성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추력을 측정하여 수두(Head)를 계산함에 있어서(선행연구 참조) 

펌프는 Rotor에 걸리는 추력과 Stator에 걸리는 추력을 합산하여 

수두를 계산한다. 하지만 모형실험 구성시 추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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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or에 연결하여 측정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때문에 Rotor에 

걸리는 추력만이 계측 가능하였다. 때문에 Table 2-2에서 설명한 

설계성능 값에서 Rotor에 걸리는 추력값으로 관련 계수값을 구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CFX 결과 : Rotor 

Thrust 318kN, Stator Thrust 17kN) 

그 결과 설계성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추후 모든 성능 

비교는 아래의 설계값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Table 2-3 Corrected performance of designed impeller 

 

Item Value 

Torque coefficient, KQ 0.071 

Thrust coefficient, KT 0.31 

Flow coefficient, ф 0.694 

Head coefficient, ψ 0.396 

Pump efficiency, η 0.616 

 

2.2. 대상 임펠러 설계 결과에 대한 검증(STAR CCM+) 

CFX로 설계된 임펠러에 대해 계산된 각종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증 프로그램으로 최근 유체역학 부문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STAR CCM+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비압축성 유체, 정상 상태에서 설계시와 동일한 임펠러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관(Shroud)의 지름은 stator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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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m이고 길이는 임펠러 직경의 약 5배로 설정하였다. rotor와의 

간극(gap)은 약 1mm이다. 

 

Figure 2-4 Geometry for CFD(STAR CCM+) 

 

격자 구성시 표면 격자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가능한 Surface 

remesher, 단순하거나 복잡한 격자 생성시 고품질이 보장되고 

견고하다고 알려진 Trimmed cell mesher, 벽 표면이나 경계 옆에 

직각 prism cell을 생성하여 유동문제 해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prism layer mesher 방식을 적용하였다. Surface remesher는 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물체의 모서리 길이와 곡률 및 표면 근접성을 

기반으로 하여 표면을 세밀화하고 세분화한다. Trimmed cell 

mesher는 단순하거나 복잡한 격자 생성시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고품질의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PBM(Parts Based Meshing) 및 

RBM(Region Based Meshing) 방식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6면체 셀로 구성된 형태로 제공되며 물체 표면 및 

해석영역에서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격자 크기를 조정 

가능하다. Prism layer mesher은 벽이나 경계면 옆에 직각 prism cell을 

생성한다. Prism cell은 유동해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벽(Wall) 주변에서 정확한 유동해석이 가능하므로 벽에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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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뿐 아니라 유동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Low y+(~1)일 때 

난류 모델이 적용될 경우 viscous sublayer의 직접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y+ ≥ 30인 경우 코드가 보다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Prism layer mesher는 또한 벽 주변의 격자를 밀도있게 제공하며, 

numerical diffusion를 감소시킨다. Numerical diffusion은 유한체적에서 

불연속성 및 급격한 기울기를 가리는 이산화 오차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수치해석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격자 구성 방법 모두 회전물체인 

프로펠러나 임펠러 등에 대한 수치해석시 많이 쓰이고 있다. 

 

 

Figure 2-5 Mesh scene for CFD(STAR CCM+) 

 

난류 모델은 관 유동에서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진 SST K-ω 

모델을 사용하였다. Y+는 100을 적용하였으며, 첫번째 격자 거리는 

0.0005m로 설정하였다. 이 모델은 turbulent eddy viscosity를 결정하기 

위해 tubulent kinetic energy(k)와 specific dissipation rate(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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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방정식을 푸는 two-equation 모델이다. Wilcox(1998)에서는 K-ε 

모델에 비해 이 모델의 장점이 많으며 보다 우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압력 구배(adverse pressure gradient)에서 경계층에 대한 

수치해석 정확성이 향상된 점 등 다양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점은 추가 조정작업 없이 점성 유동에서 경계층 

전역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Standard k-ω 모델의 단점은 경계층에서의 계산이 ω값에 

민감하다는 것인데, Mentor(1994)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변형된 모델이 바로 SST k-ω 모델이다. 이 

모델은 Standard k-ω 모델과 유사하지만 ▽k·▽ω을 포함하는 non-

conservative cross-diffusion term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상기에서 

설명한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SST k-ω 모델은 현재 각종 수치해석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수치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Cell의 개수는 총 21M개로 

적용하였으며 정상상태에서 유속의 방향이 축과 대칭이므로 

임펠러 회전 방법은 Moving reference frame(MRF) 방식을 적용하였다.  

유입구(Inlet)는 Figure 2-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유량 

유입구(Mass flow inlet)으로 구성하였다. 유량 유입구는 단계별로 

mass flow rate 또는 mass flux를 지정 가능하다. Mass flow rate의 

단위는 kg/s로 ρ·A·V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Mass flux는 

단위 면적당 mass flow rate(ρ·V) 값을 입력값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mass flow rate 값을 입력값으로 활용하였는데, 유입구를 

통해 유량을 설계시와 동일한 100.8m
3
/s을 유입시키고 임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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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수 역시 동일하게 89.5rpm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토크 및 추력을 계측하여 무차원계수값을 산출 후 

설계값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Table 2-4와 Figure2-6과 같이 KQ 오차 4%, KT 오차 3% 

이내로 설계값과 거의 일치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 2-4 Con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ANSYS and STAR CCM+ 

Item ANSYS STAR CCM+ 

Torque coefficient, KQ 0.0709 0.067 

Thrust coefficient, KT 0.31 0.301 

Flow coefficient, ф 0.694 0.694 

Head coefficient, ψ 0.396 0.38 

Pump efficiency, η 0.616 0.625 

 

 

Figure 2-6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NSYS and STAR 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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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실험 

3.1. 시험 장비 

3.1.1. 캐비테이션 터널 

ITTC에서 기술하고 있는 Pump loop test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캐비테이션 터널을 활용하였다. 터널 형상과 

제원은 Figure 3-1과 Table 3-1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비어있는 

관측부를 장착시 터널 내부에 형성할 수 있는 최고 유속은 

13.5m/s이고, 설치할 관측부는 길이 1.5m, 단면은 한 변의 길이가 

0.3m인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 터널 내부 유속을 형성하기 

위한 임펠러는 캐비테이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관측부로부터 3.5m 하부에 위치해 있고 110kW 용량의 모터로 

구동된다. 

 

Figure 3-1 Cavitation tunnel i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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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est section installed in cavitation tunnel 

 

 

Figure 3-3 Location of tunnel impeller 

 

Table 3-1 Specification of cavitation tunnel in SNU 

Items Value 

Length / Height 9.03m / 3.33m 

Material Stainless steel 

Pressure range 0.15 ~ 3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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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측부 구성 

 

Figure 3-4 Layout of test section and dynamometer 

 

설계 성능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관측부는 상기 Figure 3-4와 

같이 구성하였다. 동력계는 관측부 좌측 상부부터 임펠러의 앞까지 

길게 설치되어 임펠러 회전이 가능하며 추력, 토크 계측을 하기 

위하여 측정 센서도 삽입되었다.  

 

Figure 3-5 dyna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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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펠러 주변의 압력계측이 가능하도록 압력공을 Figure 3-

6과 같이 설치하였다. 각 위치별 단면 당 45도 간격으로 8개씩 

압력공을 설치하여 필요시 위치별 평균압력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Figure 3-6 Station of pressure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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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부의 형상은 Figure 3-7과 같으며 설계 대비 축척은 30.67:1로 

구성하였다. 설계된 임펠러의 직경이 4.6m이므로 모형 임펠러의 

직경은 0.15m이다. 임펠러 회전을 위하여 동력계 끝단의 축과는 

Rotor만 연결되어 있으며 뒤에 추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Rotor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tator의 추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시 Stator에 걸리는 

추력은 Rotor에 걸리는 추력 대비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설계 

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하여 설계시에도 각종 데이터 산출시 Rotor의 

추력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3-7 Model impell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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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계측 장비 

계측 장비는 압력측정장비, 추력/토크 계측 장비로 구분된다. 

차압 측정 장비로는 표준 범위가 86kPa이고 압력측정 오차 범위가 

1%인 Validyne사의 DP15-40센서를 사용하였다. 추력과 토크는 

동력계 내 설치되어 있는 센서를 사용해 계측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각각 500N, 20N
.
m이다.  

 

   
DP15-40 MGC Plus 앰프 

 

Figure 3-8 Equipment for model test 

 

상기 Figure 3-8에 명시된 장비로 계측된 추력/토크/압력 

데이터는 윈도우 기반 노트북에 설치된 CATMAN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임펠러의 회전을 위해서는 동력계 제작업체에서 제공한 

PDORI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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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형실험 결과 

실험 조건을 구분짓는 기준은 터널 임펠러(캐비테이션 터널 내 

유속을 형성하기 위한 tunnel impeller)와 모형 임펠러(Model 

impeller)의 회전수이다. 설계시 기준이 된 유량계수(Flow coefficients, 

ф)를 충족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하여 터널 임펠러 회전수는 0, 50, 

100, 150, 200rpm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모형 임펠러는 각 터널 임펠러 회전수별로 200에서 2800rpm까지 

200rpm씩 증가시켰다.(동력계 제작시 센서 방수 및  장비 안전 

고려 최대 rpm은 3000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전체 실험 조건은 

5(터널 임펠러 회전수) X 14(모형 임펠러 회전수) = 70가지로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각 조건별로 수축부(contraction 

nozzle)에 미치는 압력을 측정하여 터널 임펠러 회전수에 따라 

변화하는 유입속력을 계산하였다. 

 

Figure 3-9 Contraction nozzle in cavitatio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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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부에서 계측된 압력차를 통해 유입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베르누이의 정리와 연속방정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𝑝1 +
1

2
𝜌𝑉1

2 + 𝜌𝑔ℎ1 =  𝑝2 +
1

2
𝜌𝑉2

2 + 𝜌𝑔ℎ2            (3.1) 

 

위 식에서 h1 = h2이므로 좌, 우변의 마지막 항은 삭제되고 연속 

방정식(A1V1 = A2V2)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A1 = 0.85 × 0.85 m
2
, A2 =0.3 × 0.3 m

2) 

 

𝑉2 =  
√

𝑝1 − 𝑝2

1
2 𝜌(1 − (

𝐴2

𝐴1
)

2

)

            (3.2) 

 

이 계산법은 수축부에서 뿐만 아니라 임펠러 주변의 압력공(A~G 

/ Figure 3-6 참조)에서 계측한 압력을 통해 해당 위치에서의 유속을 

계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터널 임펠러 회전수별로 수축부에서의 유속 계측 결과 관측부 

구조 및 터널 내부에서 유동이 회전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유속이 

다음과 같이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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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Inlet velocity of each tunnel impeller revolution rate 

 

신진우(2017)에 따르면, 관측부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Tunnel 

impeller 작동을 통해 터널 내부 유속을 계측한 경우 200rpm에서 약 

6m/s의 유속이 계측된 바 있다.(제원상 최고 유속 13.5m/s)  

 

 

Figure 3-11 Inlet velocity of tunnel impeller rpm(신진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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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빈 관측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유속 

계측 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빈 

관측부에서는 Figure 3-13과 같이 유속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12 Empty test section image 

 

 

 

Figure 3-13 Inlet velocity of tunnel impeller rpm(empty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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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측부 내부가 

동력계와 아크릴 관 등 다양한 구조물로 인해서 0~200rpm 

사이에서 유속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형성할 수 

있는 유입유속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설계성능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유량계수의 형성범위도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제한사항을 인지한 채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3.2.1. 추력/토크 계측 결과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동력계와 실험장비 간 토크/추력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육상 교정시험을 진행하였다. 동력계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추력, 토크값은 Volt 또는 %의 단위값으로 출력되는데, 이 

값을 N, N·m의 단위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육상 교정시험을 

진행하였다. 동력계를 Figure 3-14와 같이 바닥에 고정시키고, 축 

부분에 무게추를 이용해 축 방향, 축 회전 방향으로 무게를 

가하면서 육상 교정시험을 진행하였다. 교정시험을 5회 반복 

실시하여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무게추는 추력 

측정시는 0 ~ 10kg까지 2kg 단위로, 토크 측정시는 0 ~ 5kg까지 1kg 

단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Figure 3-15와 같이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Full scale error 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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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Calibration test image 

 

 

 

 

Figure 3-15 Results of calibration test 

 

이후 추력/토크 계측 실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터널 

임펠러 회전수는 0, 50, 100, 150, 200rpm으로 변화시키고, 모형 

임펠러는 각 터널 임펠러 회전수별로 200~2800rpm까지 200rpm씩 

증가시키면서 추력/토크를 측정하였다. 모형 임펠러 회전수별 

추력/토크와 토크계수, 추력계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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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Results of thrust measurement 

 

Tunnel impeller 

Tunnel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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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Results of torque measurement  

 

Tunnel impeller 
Tunnel impeller 

Tunnel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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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압력 계측 결과 

압력 계측을 위해 Figure 3-14와 같이 A ~ G의 7개 구역에 각각 

45도 간격으로 8개의 압력공이 설치되었다. 

 

 

Figure 3-18 Pressure holes of each area(A~G) 

본 연구에 앞서 Figure 3-18의 8개 압력공에 대하여 압력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8개의 압력공의 평균압력이 1개 압력공으로 측정한 

압력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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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sults of pressure measurement(5 holes) 

 

Item PA PB PC PD PE 

No.1 -15756 -21999 -9936 -10237 -3870 

No.2 -15592 -21940 -9226 -10379 -3814 

No.3 -15662 -22169 -10344 -10476 -3836 

No.4 -15586 -21787 -11196 -10397 -3808 

No.5 -15621 -22411 -11614 -10385 -3736 

No.6 -15621 -22075 -12083 -10293 -3847 

No.7 -15650 -22322 -12003 -10166 -3826 

No.8 -15580 -22040 -11208 -10062 -3801 

Average -15633 -22093 -10951 -10299 -3817 

 

이후 본 연구에서는 압력 측정은 대표로 No.7 압력공을 활용해 

진행하였다. 

 

Figure 3-19 Pressure measurement(Tunnel impeller 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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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Pressure measurement(Tunnel impeller 50rpm) 

 

 

 

Figure 3-21 Pressure measurement(Tunnel impeller 1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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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Pressure measurement(Tunnel impeller 150rpm) 

 

Figure 3-23 Pressure measurement(Tunnel impeller 2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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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캐비테이션 관찰 실험 결과 

설계된 impeller를 기준으로 캐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는 

다음과 같다. 

 

σ =  
𝑝𝑟 − 𝑝𝑉

1
2 𝜌𝑉2

=  
𝑝𝑎𝑡𝑚 + 𝜌𝑔ℎ − 𝑝𝑉

1
2 𝜌(𝑛𝐷)2

            (3.3) 

 

이 때, patm은 101325Pa, pV는 섭씨 15도 물 기준 1700Pa, 설계 

임펠러의 직경(D)는 4.6m, 임펠러 회전수(n)은 89.5rpm이며, 본 

연구에 활용한 설계 임펠러는 수중 20m에서 작동하는 

임펠러이므로 h = 20m을 대입하면 캐비테이션 수는 12.56이 된다. 

축척모형을 기준으로 모형 임펠러 회전수(n)가 2800rpm인 경우에 

캐비테이션 터널 압력을 3atm까지 가압해야 설계 임펠러에 대한 

캐비테이션 수를 만족한다. 

하지만 서울대 캐비테이션 터널장비의 노후화와 안전을 

고려하여 가압은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캐비테이션 발생 

조건이 더욱 열악한 대기압에서 관찰실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캐비테이션이 관찰되지 않으면 성능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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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테이션 관찰 실험은 관측부를 통하여 일반/고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모형 임펠러 2800rpm, 터널 

임펠러는 0, 200rpm 두가지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Figure 3-24/25와 같이 모든 조건에서 캐비테이션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lade 1 Blade 2 Blade 3 Blade 4 

   

Blade 5 Blade 6 Blade 7 

 

Figure 3-24 Result of cavitation observation(Model impeller 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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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 1 Blade 2 Blade 3 Blade 4 

   

Blade 5 Blade 6 Blade 7 

 

Figure 3-25 Result of cavitation observation(Model impeller 28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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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  석 

임펠러에 대한 레이놀드 수(Reynolds number, Re)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e =  
𝜌𝑈𝐷

𝜇
=

𝜌√𝑉𝑖
2 + (2𝜋𝑛0.7𝑅)2𝐶0.7𝑅

𝜇
             (3.4) 

 

 C0.7R은 임펠러 날개의 코드 길이이고 Vi는 임펠러 앞에서의 

유속을 의미한다. 모든 모형실험 조건에 대하여 Re를 산출하였으며, 

그 외에 임펠러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설명한 

무차원계수 값(유량계수, 수두계수, 펌프효율, KT, KQ)들을 

산출하였다. 

3장 초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Figure 3-10), 터널 임펠러의 

회전수 변화가 관측부 유입 속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 임펠러 회전수와 큰 관계없이 모형 임펠러의 

회전수가 같으면 Re가 유사하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모형 임펠러 회전수를 기준으로 모형실험 데이터를 

구분하고, 각종 무차원계수 값들을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26~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58 

 

 

Figure 3-26 Experiment results of model impeller 800rpm 

 

 

 

Figure 3-27 Experiment results of model impeller 2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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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Experiment results of model impeller 2200rpm 

 

 

Figure 3-29 Experiment results of model impeller 24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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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29의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두 계산시 

압력으로 계산한 값과 추력으로 계산한 값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 임펠러 2000rpm 이하에서는 압력과 추력으로 계산한 

수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형 임펠러 

저회전수(2000rpm 이하)에서는 계측되는 차압 범위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보유중인 압력센서의 측정 범위(최대 86kPa)를 

고려하면 매우 적으므로 계측된 압력에 오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형 임펠러 저회전수에서의 Re를 고려했을 때 

천이 영역으로 인해 결과값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압력값과 그로부터 계산된 속력값이 신뢰성이 있는 구간은 모형 

임펠러 2000rpm 이상의 값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관련 실험값으로 

산출한 임펠러의 성능과 설계값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ure 3-30 Comparison of design and experimen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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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임펠러의 회전수 변화가 관측부 유입 속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위에서 설명한 신뢰도 문제로 모형 임펠러 

2000rpm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동력계 및 센서 방수 

문제로 모형 임펠러 최대 회전속도가 3000rpm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Figure 3-30과 같이 성능 비교의 기준이 되는 모형실험의 

유량계수 값이 설계값(0.694)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에는 수치해석을 통해 모형실험값과 설계값과의 

비교를 하여 임펠러 성능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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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을 통한 임펠러 성능 확인 

4.1. STAR CCM+를 활용한 임펠러 성능 확인 

3장에서 모형실험의 몇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설계성능 

확인이 제한됨을 설명하였다. 때문에 수치해석을 통해서 모형실험, 

설계값과 비교를 해서 임펠러 성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수치해석은 설계 임펠러의 검증때와 마찬가지로 STAR CCM+를 

활용하였다. 비압축성 유체, 정상 상태로 설정하고, 모형실험 

관측부와 동일하게 해석영역을 구성하였다. 관(Shroud)과 관측부 

형상까지 최대한 모형실험시 관측부의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Figure 4-1 Geometry f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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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구성은 설계 임펠러의 검증시와 마찬가지로 표면 격자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가능한 Surface remesher, 단순하거나 복잡한 

격자 생성에 강점을 보이는 Trimmed cell mesher, 유동문제 해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prism layer mesher 방식을 적용하였다. 

 

 

 

Figure 4-2 Surface grids for calculation 

 

난류 모델은 관 유동에서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SST K-

ω모델을 사용하였으며, y+는 70을 적용하였고 이 때 첫번째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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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0.0003m이다. Cell의 개수는 총 7.5M개이며 정상 상태에서 

유속의 방향이 축과 대칭이므로 임펠러 회전방법은 Moving 

reference frame(MRF) 방식을 적용하였다. 

유입구는 Figure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 유입구(Velocity 

inlet)로 구성하였다. 모형실험 결과(Figure 3-27~29)에서 도시한 

것처럼  모형실험시 성능 비교 기준이 된 유량계수값의 범위가 

0.71 ~ 0.75 사이에 형성되었는데, 수치해석시에 상기 모형실험의 

유량계수값과 설계시 기준이 된 유량계수(0.694) 값이 포함되도록 

유량계수 범위를 0.6 ~ 0.76까지로 설정하였다. 

유입 속력를 1m/s로 지정하고 유량계수에 맞춰서 임펠러 

회전수(n)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KT, KQ, 효율(pump efficiency), 수두 계수를 

산출하였다. 

위와 같이 변수를 책정한 사유는 모형실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성능 확인의 기준이 되는 유량계수 외에 

유체성능 확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이놀드 수(Reynolds 

number, Re)값을 모형실험 환경과 유사하게 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진행시 레이놀드 수는 6 × 10
5
 ~ 7 × 10

5
 사이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모형실험 환경과 유사함을 3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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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Results of simulation with STAR CCM+ 

결과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 결과와 모형실험, 설계값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설계시의 유량계수인  

0.694에서의 KQ 오차 1%, KT 오차 3%였으며 유량계수 0.73에서 KQ 

오차 3%, KT 오차 2.5%로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4-4 Comparison of designed, experiment and calc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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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수치해석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임펠러 성능 확인을 

위해 추가로 모형실험의 압력 측정 결과와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된 압력 간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𝐶𝑃 =  
𝑝𝑥 − 𝑝𝐵

1
2 𝜌𝑉𝐵

2
           (𝑥 = 𝐴 ~ 𝐺)             (4.1) 

같은 유량계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을 

통해 계산/측정된 압력을 각각 무차원화하여 압력 계수값(Pressure 

coefficient)을 비교하였다. 압력계수 계산시 기준이 되는 위치는  

상기 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B 위치로 통일하였는데, Figure 4-5와 

같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5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between calculation and 

experiment values(ф=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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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영역 변화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분석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최정규 교수 

연구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 요청에 의하여 목포대에서는 

FLUENT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석영역 하에서의 임펠러 성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울대에서는 STAR CCM+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다양한 

해석영역에서의 수치해석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FLUENT를 

활용하였는데, 기존에 설계된 임펠러 형상(2장 참조)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4-6 Impeller image for calculation(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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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pecification of impeller 

Items Value 

Impeller diameter 4.5908 m 

Stator/Tunnel diameter 4.6 m 

Shaft diameter 0.8 m 

Hub diameter 2.3 m 

 

비압축성 유체 및 정상 상태에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cell의 

개수는 9.5M개, 임펠러 회전 방법은 MRF(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사용하였다. 난류 모델은 수십년 동안 가정 널리 

사용되어져 왔던 K-Epsilon 모델 중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개선된 

방식인 Realizable K-Epsilon model을 적용하였으며, y+는 100을 

적용하였다. 

해석영역은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하였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Figure 4-8(IMP : IMPeller)와 같이 임펠러를 감싸고 

있는 관(Shroud)과 임펠러 전방의 축(Shaft)으로만 구성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설명한 IMP 영역 외부에 별도의 영역을 

추가한 방식이다. Figure 4-8(IMPIF : IMPeller in InFinite domain)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부에 영역(domain)을 설정하고 유입구(inlet), 

출구(outlet)를 설정하여 전체 영역에 유동이 흐르게 하였다. 

세 번째는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실시한 모형실험과 유사하게 

영역을 구성한 방법이다. 본 수치해석시 활용된 임펠러는 설계 

임펠러이기는 하지만, 상사성(Geometry similarity)을 반영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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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를 동일하게 하여 관(Shroud)과 축(Shaft)을 구성하였다. 

차이점으로는 모형실험시 관측부 출구(outlet)는 사각모형인데 반해 

수치해석시에는 원형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구성 현황 및 설명은 

Figure 4-7(IMPCT : IMPeller in Cavitation Tunnel)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ure 4-7 Geometry of IMPCT(Impeller in CT) Method 

  

 

Figure 4-8 3 Geometries for calculation(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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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해석영역에서의 임펠러 성능을 확인해야 하므로 성능 

확인의 기준이 되는 변수는 전진비(Advanced ratio, J)로 설정하였다. 

아래 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량계수 역시 전진비의 

함수이므로 전진비의 변화에 따른 임펠러의 성능(KT, KQ, 수두 계수, 

효율)을 확인하였다.(q :유량(m
3
/s), A : 단면적(m

2
)) 

 

∅ =  
𝑞

𝑛𝐷3
=  

𝑉𝐴

𝑛𝐷3
= 𝐽

𝐴

𝐷2
        ( 𝐽 =  

𝑉

𝑛𝐷
 )             (4.2) 

 

이 때, 전진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측정속력(V)의 위치는 임펠러 

전방 x/D = 1인 위치로 통일하였다. 

 

Figure 4-9 Position of inflow velocity(V) 

 

CFD를 진행할 전진비의 범위는 0.75 ~ 1.0까지 0.05 간격으로 

설정하였는데 해석영역별 유입 속력(Inflow velocity) 입력자료는 

Table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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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Inflow velocity of 3 cases 

Case Inflow velocity 

Impeller, IMP 5.917 

Impeller in infinite domain, IMPIF 5.917 

Impeller in CT, IMPCT 0 

 

IMPCT 영역은 다른 영역과 유입 속력값이 다른데, 이 

방법에서는 유입구를 압력 유입구(pressure inlet)로 설정하고 초기 

유체속도가 0인 상태(Bollard pull) 상태에서 임펠러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전진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임펠러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확인된 전진비에 따른 임펠러의 성능 

특성은 다음과 같다. 

 

Figure 4-10 Results of simulation with FLUENT 

해석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전진비에서 전체적으로 

성능 특성의 경향이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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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전진비에서의 성능에 오차가 있었는데, 이는 조건별로 

같은 전진비라도 임펠러에서의 Re값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임펠러 성능 확인을 위한 

수치해석시 실제 영역과 최대한 유사한 영역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에서는 STAR CCM+를 활용하여 상기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해석영역 중에 첫번째 

IMP(Impeller) 방법을 똑 같은 조건으로 구현하여 FLUENT의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Figure 4-11 Geometry of IMP case(STAR CCM+) 

 

 비압축성 유체, 정상 상태에서 격자 구성은 정확한 유동 해석을 

위하여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Surface remesher, Trimmed cell mesher, 

prism layer mesher 방식을 적용하였다. FLUENT해석 결과와 비교를 

위하여 난류 모델은 FLUENT 해석과 동일한 Realizable K-Epsilon 

모델을 사용하였다. Cell의 개수는 총 30M개이며 임펠러 회전 

방법은 Moving reference frame(MRF) 방식을 적용하였다. y+는 100을 

적용하였으며, 이 때 첫번째 격자 거리는 0.0005m이다. 유입구는  

Figure 4-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 유입구(Velocity inle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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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수치해석을 진행할 전진비의 범위 및 유입 속력, 

회전수 모두 FLUENT 의 해석(IMP)시과 동일한 입력값을 주었다. 

STAR CCM+와 FLUENT로 진행한 CFD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전진비 0.95 기준으로 KQ 오차 1.5%, KT 오차 1.7%로 거의 

일치하므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4-12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STAR CCM+ and FLUENT 

 

4장 1절에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의 벽면 압력 분포 현황을 

통해 임펠러의 성능을 확인한 바 있는데, FLUENT를 활용하여 

추가로 전진비의 변화에 따른 벽면의 압력 분포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Figure 4-13와 같이, 벽면에 압력 측정선(Pressure measure 

line)을 설정하고 x/D = 1 위치에서의 압력/속력을 기준값으로 

선정한 후 아래의 방정식을 사용해 거리별 압력계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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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Method of pressure measurement 

 

전진비의 범위는 0.75 ~ 1.0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계산된 압력 

계수 결과는 Figure 4-14와 같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임펠러의 설계 및 성능 확인시에 검증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4-14 Calculation results of pressur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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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모형실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임펠러 성능 

확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모형실험장비 구성에 관한 제언이다. 성능 확인을 

위한 모형실험을 준비하면서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프로펠러 등의 

유체성능 실험할 때와 비교해서, 모형 임펠러 주변에는 구조물이 

많고 관(Shroud)으로 인한 앞, 뒤의 단면적 크기 변화가 커서(약 

5배) 터널 임펠러 작동을 통한 충분한 유입 속력 확보가 제한되는 

현상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수중에서 모형 임펠러 

회전시 방수를 위한 부품들(seal, bushing) 때문에 장비 안전 고려 

3000rpm까지만 제한하다 보니, 모형실험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전진비와 유량계수의 범위가 작았다. 하지만, Pump loop test에 

대해서도 ITTC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없었는데, 

제한적이나마 모형실험 방법을 정립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추후 

연구시에는 관측부 입구의 유입 속력을 증가하거나, 모형 임펠러 

회전수를 더 늘리는 등 전진비와 유량계수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임펠러의 성능 확인시 CFD 활용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모형실험을 통해 설계 임펠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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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능을 확인하는데 발생한 제한사항을 또다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CFD를 활용해서 임펠러의 단독 성능 확인에 

대한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본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임펠러의 

성능 확인시 압력계수의 활용, 수두 측정/계산 결과 비교/분석 등 

모형실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CFD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고, 해석영역을 다양하게 변화한 경우의 임펠러 성능 확인을 

통해 CFD를 활용한 임펠러 성능 확인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추후 모형실험으로 구현할 수 있는 

캐비테이션 관찰실험 결과를 CFD로 구현해낼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CFD를 활용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펠러의 성능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용과 일정 절감 

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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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Raw data – Velocity measurement results in empty test section 

Tunnel impeller 

rpm 
P1(Pa) P2(Pa) △P(Pa) Vi(m/s) 

25 -74 -712 -638 1.14 

50 -116 -2115 -1999 2.02 

75 -143 -4439 -4296 2.96 

100 -177 -7105 -6929 3.76 

125 -209 -10137 -9929 4.50 

150 -290 -13573 -13283 5.21 

175 -354 -17550 -17197 5.92 

200 -456 -21992 -21536 6.63 

225 -547 -27335 -26788 7.39 

250 -656 -33389 -32733 8.17 

 

2. Raw data – Calibration results of thrust and torque 

Thrust calibration Torque calibration 

Weight 

(kg) 

Thrust 

(N) 

Measurement 

(N) 

Weight 

(kg) 

Torque 

(N·m) 

Measurement 

(N·m) 

2 19.61 18.86 1 2.94 2.80 

4 39.22 38.51 2 5.88 5.77 

6 58.84 58.28 3 8.83 8.73 

8 78.45 78.15 4 11.77 11.72 

10 98.06 97.92 5 14.71 14.65 

8 78.45 79.09 4 11.77 11.88 

6 58.84 59.40 3 8.83 8.95 

4 39.22 39.89 2 5.88 6.02 

2 19.61 19.95 1 2.94 3.04 

0 0.00 0.63 0 0.00 0.06 

2 19.61 19.23 1 2.9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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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w data – Results of Model impeller test(Tunnel impeller 0rpm) 

Model impeller 

(rpm) 

Thrust 

(N) 

Torque 

(N·m) 

PA 

(Pa) 

PB 

(Pa) 

PC 

(Pa) 

200 4.0 0.09 -129 -59 -118 

400 9.8 0.30 -494 -412 -530 

600 17.2 0.59 -1094 -1236 -1603 

800 26.7 0.96 -1947 -2189 -2862 

1000 38.3 1.42 -3065 -3450 -4509 

1200 52.9 1.99 -4419 -4980 -6510 

1400 69.4 2.64 -6007 -6774 -8716 

1600 88.8 3.41 -7843 -8840 -11444 

1800 110.3 4.27 -9908 -11176 -14532 

2000 134.5 5.23 -12214 -13789 -17874 

2200 160.2 6.29 -14756 -16668 -21628 

2400 189.2 7.48 -17538 -19834 -25770 

2600 220.8 8.77 -20561 -23252 -30124 

2800 252.7 10.12 -23834 -26959 -34627 

Model impeller 

(rpm) 

PD 

(Pa) 

PE 

(Pa) 

PF 

(Pa) 

PG 

(Pa) 
△Pi 

(Pa) 

200 -71 -88 -47 -16 4 

400 -300 -347 -124 -105 11 

600 -665 -794 -265 -258 31 

800 -1212 -1424 -453 -471 59 

1000 -1936 -2248 -700 -747 96 

1200 -2790 -3230 -988 -1071 139 

1400 -3814 -4436 -1365 -1477 189 

1600 -4988 -5772 -1753 -1900 247 

1800 -6334 -7343 -2242 -2424 312 

2000 -7848 -9043 -2743 -2965 390 

2200 -9533 -10967 -3334 -3595 478 

2400 -11352 -13015 -3935 -4236 578 

2600 -13299 -15444 -4764 -5089 688 

2800 -15521 -17790 -5418 -5789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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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w data – Results of Model impeller test(Tunnel impeller 50rpm) 

Model impeller 

(rpm) 

Thrust 

(N) 

Torque 

(N·m) 

PA 

(Pa) 

PB 

(Pa) 

PC 

(Pa) 

200 -8.8 -0.16 -288 -324 -404 

400 -2.6 0.07 -647 -724 -930 

600 5.5 0.38 -1253 -1412 -1823 

800 15.7 0.77 -2118 -2383 -3094 

1000 27.6 1.23 -3224 -3626 -4723 

1200 41.4 1.78 -4572 -5146 -6724 

1400 57.7 2.43 -6201 -6985 -9118 

1600 76.3 3.20 -8008 -9028 -11795 

1800 98.3 4.08 -10084 -11376 -14849 

2000 120.8 5.03 -12379 -13972 -18232 

2200 145.9 6.08 -14921 -16851 -21980 

2400 173.6 7.23 -17741 -20034 -26116 

2600 202.0 8.46 -20754 -23452 -30564 

2800 234.0 9.80 -24041 -27182 -35077 

Model impeller 

(rpm) 

PD 

(Pa) 

PE 

(Pa) 

PF 

(Pa) 

PG 

(Pa) 
△Pi 

(Pa) 

200 -988 -1200 -1006 -916 9 

400 -1230 -1447 -1094 -1007 22 

600 -1600 -1847 -1183 -1113 42 

800 -2124 -2453 -1347 -1301 71 

1000 -2842 -3271 -1594 -1578 105 

1200 -3720 -4277 -1906 -1919 148 

1400 -4820 -5495 -2289 -2337 198 

1600 -5996 -6872 -2722 -2802 254 

1800 -7321 -8490 -3254 -3361 320 

2000 -8878 -10285 -3836 -3973 397 

2200 -10630 -12244 -4470 -4643 478 

2400 -12570 -14468 -5224 -5426 573 

2600 -14680 -16773 -5948 -6185 679 

2800 -16980 -19347 -6804 -7067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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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w data – Results of Model impeller test(Tunnel impeller 100rpm) 

Model impeller 

(rpm) 

Thrust 

(N) 

Torque 

(N·m) 

PA 

(Pa) 

PB 

(Pa) 

PC 

(Pa) 

200 -27.9 -0.60 -465 -524 -663 

400 -21.7 -0.36 -894 -1006 -1294 

600 -14.2 -0.08 -1583 -1771 -2259 

800 -3.1 0.35 -2418 -2707 -3501 

1000 9.3 0.83 -3477 -3916 -5113 

1200 23.9 1.41 -4842 -5449 -7119 

1400 41.8 2.10 -6437 -7251 -9467 

1600 60.6 2.87 -8278 -9325 -12156 

1800 82.2 3.74 -10326 -11639 -15180 

2000 105.4 4.71 -12632 -14249 -18575 

2200 131.0 5.76 -15168 -17127 -22316 

2400 158.3 6.92 -17982 -20304 -26453 

2600 189.6 8.22 -20984 -23711 -30877 

2800 221.2 9.59 -24241 -27394 -35460 

Model impeller 

(rpm) 

PD 

(Pa) 

PE 

(Pa) 

PF 

(Pa) 

PG 

(Pa) 
△Pi 

(Pa) 

200 -2353 -3354 -2862 -2581 11 

400 -2806 -3324 -2766 -2516 29 

600 -3349 -3795 -2930 -2686 49 

800 -3812 -4354 -3038 -2822 79 

1000 -4473 -5178 -3285 -3092 116 

1200 -5331 -6119 -3532 -3381 158 

1400 -6305 -7337 -3916 -3793 208 

1600 -7506 -8672 -4301 -4216 267 

1800 -8800 -10267 -4819 -4763 328 

2000 -10354 -11944 -5305 -5293 399 

2200 -12042 -13926 -5945 -5964 484 

2400 -13981 -16015 -6578 -6628 572 

2600 -15921 -18292 -7275 -7364 679 

2800 -18192 -20746 -8032 -8164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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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aw data – Results of Model impeller test(Tunnel impeller 150rpm) 

Model impeller 

(rpm) 

Thrust 

(N) 

Torque 

(N·m) 

PA 

(Pa) 

PB 

(Pa) 

PC 

(Pa) 

200 -70.4 -1.61 -694 -777 -990 

400 -60.3 -1.37 -1224 -1365 -1762 

600 -52.1 -1.04 -1918 -2136 -2756 

800 -41.9 -0.62 -2777 -3104 -4027 

1000 -27.9 -0.08 -3877 -4351 -5669 

1200 -13.1 0.51 -5272 -5919 -7710 

1400 4.1 1.19 -6866 -7714 -10052 

1600 22.8 1.98 -8708 -9800 -12764 

1800 46.0 2.90 -10749 -12108 -15765 

2000 68.9 3.85 -13056 -14721 -19160 

2200 95.2 4.93 -15615 -17604 -22896 

2400 124.3 6.13 -18347 -20699 -26903 

2600 154.1 7.41 -21319 -24070 -31286 

2800 187.9 8.80 -24559 -27747 -35828 

Model impeller 

(rpm) 

PD 

(Pa) 

PE 

(Pa) 

PF 

(Pa) 

PG 

(Pa) 
△Pi 

(Pa) 

200 -4406 -6337 -5385 -4835 16 

400 -4926 -6625 -5585 -5052 37 

600 -5559 -6707 -5539 -5029 58 

800 -6237 -7249 -5653 -5164 89 

1000 -6878 -7996 -5805 -5352 125 

1200 -7768 -9120 -6202 -5770 169 

1400 -8773 -10214 -6456 -6076 222 

1600 -9977 -11491 -6784 -6447 277 

1800 -11185 -12991 -7204 -6911 345 

2000 -12712 -14797 -7797 -7541 415 

2200 -14391 -16634 -8321 -8100 501 

2400 -16109 -18637 -8909 -8724 588 

2600 -18145 -20953 -9626 -9483 694 

2800 -20204 -23385 -10357 -10247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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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aw data – Results of Model impeller test(Tunnel impeller 200rpm) 

Model impeller 

(rpm) 

Thrust 

(N) 

Torque 

(N·m) 

PA 

(Pa) 

PB 

(Pa) 

PC 

(Pa) 

200 -128.5 -2.88 -1018 -1136 -1446 

400 -115.1 -2.62 -1694 -1889 -2393 

600 -103.3 -2.25 -2365 -2651 -3435 

800 -92.7 -1.80 -3371 -3765 -4841 

1000 -79.5 -1.26 -4466 -5002 -6471 

1200 -63.7 -0.62 -5842 -6563 -8518 

1400 -44.9 0.11 -7431 -8350 -10848 

1600 -24.6 0.91 -9273 -10431 -13555 

1800 -1.1 1.86 -11344 -12770 -16573 

2000 22.4 2.85 -13603 -15321 -19891 

2200 46.3 3.92 -16174 -18233 -23639 

2400 76.1 5.13 -18864 -21281 -27599 

2600 106.4 6.42 -21922 -24723 -31923 

2800 141.3 7.85 -25114 -28353 -36289 

Model impeller 

(rpm) 

PD 

(Pa) 

PE 

(Pa) 

PF 

(Pa) 

PG 

(Pa) 
△Pi 

(Pa) 

200 -7205 -10402 -8868 -7949 16 

400 -7936 -10579 -8976 -8072 41 

600 -8530 -10549 -8866 -8037 66 

800 -9449 -11138 -9138 -8296 94 

1000 -10271 -11885 -9307 -8490 133 

1200 -11154 -12773 -9468 -8702 179 

1400 -12084 -14085 -9906 -9161 234 

1600 -13239 -15468 -10317 -9614 296 

1800 -14462 -16859 -10643 -9996 360 

2000 -15933 -18509 -11095 -10490 435 

2200 -17704 -20297 -11572 -11008 517 

2400 -19322 -22381 -12204 -11679 618 

2600 -21399 -24506 -12772 -12291 724 

2800 -23381 -27060 -13626 -13167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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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for verifying 

impeller performance 

 

Jeong-bong Park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arine propulsion field, various technologies o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conventional propeller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for 

compound propellers, such as waterjet propulsor, the major technologies are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waterjet is a propulsion 

system that is likely to be expected to replace the propeller and to be widely 

used not only for small ships but also for large ships in the future. It is also 

installed and operated in various vessels such as merchant ships and 

passenger ships. It is also installed in amphibious armored vehicles, high-

speed air-lifting vessels, and next-generation high-speed crafts and guided 

missile high-speed crafts. In addition, marine coast guards are also operating 

marine rescue boats, high-speed cruise ships and air-lift boats for rescue and 

security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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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a waterjet propulsion system is complex 

so that only a few companies are in progress in developed countries. In 

Korea, th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waterjet was progressed when 

building PKG, but due to various problems, PKMR is dependent on imports 

while building PKMR. As a result, the maintenance or repair takes a long 

time or is expensive. It was considered that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performance verification method for the designed impeller is not well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ethod to verify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CFDs and model tests for specific designed impellers. Based 

on the pump loop test procedure proposed by the ITTC, we established a 

method for constructing a model test, confirmed the limitations, proposed a 

new construction method, and tried to verify the impeller performance test 

using CFD. In order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impeller, 

various dimensionless coefficient values were derived through CFX and the 

performance was confirmed through model tests. The model test was 

designed to verify the performance by measuring the pressure, thrust, and 

torque around the impeller in the cavitation tunne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cale ratio with the designed impeller is 1: 30.67. While 

conducting the model test, it was found there is a limitation in confirming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impeller only by the test, and the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test was present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dentified through the model test, 

CFD was used to construct the same analysis domain as the model test an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as well. While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test,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ed impeller was compared and 

analyzed simultaneously. Unlike conventional propellers, the water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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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ulsion system operates in the pipe(Shroud), so the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by configuring various pipe shapes and the characteristics are 

summarized. 

As a summary, 1)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model test was presented,  

2) when the comparison between the model test and the design value was 

difficult, the method of verifying the performance was established through 

additional numerical analysis, and 3) the method of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the impeller was verified by analyzing the influence on the 

impeller while changing the pipe shape through CFD. 

 

Keywords: Model test, Cavitation tunnel, Waterjet propulsion system, 

Impeller 

Student number: 2018-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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