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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 석

초

기존의 금속재료에

비해

록

가공성이

뛰어나면서도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며 경량의 재료인 복합재를 각종 기계 구조물에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또는 카본섬유 강화

플라스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은 기존 금속에 비하여 높은
비강도(specific strength)와 우수한 감쇠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복합재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섬유소재 복합소재는 재료의 조합 및 적층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강성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등방성인 금속재료에
비하여 구조물의 성능향상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항공,
우주,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

해양,

건설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복합재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소재로 제작된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운항
조건(선속, 회전수, 선체반류 분포 등)의 부하에 따라 형상이 변하는
탄성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성능을 추정하고 강도평가를 수행하여
성능최적화를 위한 형상 및 구조적층 설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산비용
측면에서 효율이 높고 수렴성이 우수하면서도 비교적 엄밀한 해석
방법인 BEM-FEM (Boundary Element Method-Finite Element Method) 기반의
양방향 분할 연성해석법(2-way coupled patitioned approach method)을
i

적용한 정상상태 및 비정상 천이 조건에서의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정상상태 해석 기반의 유탄성 해석기법 및 이를 이용한
역설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최적형상 및 적층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펠러 회전운동에 의한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뿐만 아니라, 날개 떨림에 기인한 주위 유동장의 유체
부가질량 등의 감쇠영향을 고려한 시간영역의 비정상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기법을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반류 중 날개 위치에 따른 성능변화
및 날개변형 추정을 수행하여 설계 초기에 프로펠러 성능추정, 날개
강도평가 및 복합재 적층박리(delamination) 위험도 평가 등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기존 문헌에 기본제원 및 모형시험결과가 공개된 3차원 날개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법에 대한 기본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프로펠러에

대하여

직교이방성을

갖는

정상상태(P5479)

및

단일소재의

가정을

적용한

비정상상태(P5475)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한 유탄성
해석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제 복합소재의 적층 영향을 반영하면서 해석 및 모델링 시간을
ii

줄이기 위한 적층 근사모델을 제안하여 실용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합재 적층 구조의 테이퍼 형상 외팔보에 대하여 실제 적층
형상과 동일하게 구조해석 요소를 모델링한 해석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형 및 프로펠러 성능해석 결과 검증용 프로펠러인
KP458에 적층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이용한 역설계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층 방법에 따른 비정상상태
해석결과 비교를 통하여 설계 외 조건에서의 성능 최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정상상태 해석을 이용한 적층 최적화를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복합소재 프로펠러, 유탄성 응답, 유체-구조 연성해석, BEM, FEM,
적층 근사모델
학

번: 2010-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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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선체 반류(wake)라는 복잡한 유동장에서 구동되는 선박용 프로펠러는
동작 중 유동변화에 따라 날개에 유입되는 유동의 입사각이 변하고, 이는
날개 표면에서의 급격한 압력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복잡하고
특수한

동작

유동조건뿐

아니라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엔진의

고출력화의 추세로 선박용 프로펠러는 공동(cavitation) 및 소음(noise)의
문제 즉, 공동침식(cavitation erosion), 변동압력(pressure fluctuation), 수중
방사소음(underwater radiation noise, URN)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격대비 우수한 강도(strength), 강성(strain) 및
내침식성(anti-erosion or erosion resistance) 등의 여러 장점으로 인해 현재
선박용 프로펠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ickel-Aluminum-Bronze
(NAB)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재료자체의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추진 축계의 보강문제, 주조 후 절삭가공에 따른 제작의
불편의성, 열악한 흡음성 및 전위차에 기인한 연강(mild steel)재질 선체의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 문제 등 여전히 적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함정(수상함 또는 잠수함)의 경우, 프로펠러로부터 유기되는
소음은 생존성과 직결되므로, NAB 합금 소재의 프로펠러 대비 우수한
흡음성을 가지도록 망간(manganese, Mn)의 함량을 높인 sonoston 재질이
NAB 대용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망간의 특성인 산소와의 높은 결합성에
기인한 열악한 제작성 때문에 상용 프로펠러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일부 프로펠러 제작사에서는 NAB 대비 우수한 강도 및 내침식성
등의

장점을

이유로

스테인리스강(stainless
1

still)

소재의

프로펠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리합금인 NAB 대비 재료자체의
내부식성(corrosion resistance)이 떨어지고 가공성이 나빠서 제작비용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금속재질로는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선박 프로펠러의 재료로 새로운 소재의
발굴 및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복합소재(composite material)란 물리 또는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조합하여 구성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합소재는 기존의 단일소재에 비해 고강성 등의 우수한 재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건축의
재료로 사용한 찰흙과 짚을 섞은(a mixture of mud and straw) 점토연화
에서부터 현재의 철근 콘크리트, 합판에 이르기 까지 실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다.[1,2] 이 중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소재로 고성능,
고기능성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FRP) 소재의 경우, 상기의 장점과 더불어 경량 및 흡음성 등의 재료적
우수성, 그리고 주조, 단조, 절삭 등 기존의 금속소재의 제작방식과는
다른 적층가공(additive lamination manufacturing)을 이용한 우수한 제작성
및 유지 보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제작비용에도 불구하고 항공,
환경/에너지, 정보/전자, 자동차뿐 아니라 악기, 가전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고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통상적으로 산업용 복합소재라고 함은 이러한 FRP 소재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선박 프로펠러용
복합소재 역시 카본섬유 강화 플라스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또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등의 FRP
소재로 한정 하였다.

복합소재 재료자체의 우수한 흡음성은 프로펠러 비공동 소음(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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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avitating noise)을 감소시키고, 선체 반류 중 날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유체력에 대하여 유연하게 형상이 변함에 따라 공동발생
(cavitation inception) 자체가 지연되며, 발생량이 저감되는 등 우수한
저소음 특성으로 작전 중 생존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수상함, 수중함
및 어뢰 등 군사용 추진기로 주목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료자체의
고강성 및 이로 인한 우수한 내구성 등의 기계적 성질과 제작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으로 인해 요트, 예인선, 어선 등 중 소형선박의
추진기로 점차 사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복합소재는
기존의 금속(NAB) 프로펠러 대비 절반 이하의 가벼운 중량으로 선박의
축계 및 선미 구조의 간소화를 꾀할 수 있어 선체제작 비용 및 축계
발열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A/S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외에도 복합소재 날개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 및
적층의 순서 그리고 적층 각도의 조합에 따라 작용 하중(load)에 대응
하는 변형량 및 형상을 제어할 수 있어, 구동 시 부하조건에 따라 형상이
변하지 않는 금속 프로펠러에 비해 설계 외 조건(off-design condition)
에서의 추진기 성능향상을 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운항조건을 고려한
운항 프로파일(operating profile) 측면에서의 연료소모량(fuel oil consumption,
F.O.C) 절감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로 인해 다양한 기관에서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기존의 금속소재
프로펠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부록에
복합재 프로펠러의 국내외 개발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상기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
유동하중에 의해 변형되는 유체 탄성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그리고 손쉽게 모사하기 어렵고 성능 및 구조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탄성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강체 프로펠러에 대한 해석 대비 대폭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수치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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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성능추정, 변형 전 초기형상 결정 및
강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용화 및
대중화를 막는 주 원인 중 하나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설계단계에서 최적화에 적용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석 효율성을 가지면서도 정확한 성능 및 구조변형 추정이 가능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탄성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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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헌 연구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을 계산하는 수치방법으로는 크게 유체의 전단력
영향을 고려하는 점성유동 해석방법과 유체를 비압축성(incompressible),
비점성(inviscid)

그리고

비회전성(irrotational)의

이상유체(ideal

fluid)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비점성유동 해석방법이 있다. 유체의 점성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점성유동 해석이 수치적으로 보다 엄밀한 해석 방법이고,
따라서 최근 컴퓨팅 파워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유체의 점성을
고려한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LES(Large eddy
simulation) 등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 기반의 전산
유체역학기법(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 프로펠러 설계를 위한
유동계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펠러의 유동계산을 위해 이러한
FVM 기반의 점성해석을 이용하여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자항 상태에서의
유체-구조 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해석을 수행할 경우, 단순히
구조해석에 의해 추가되는 해석 시간뿐 아니라 두 해석 간의 연계 및
해석 해의 수렴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되어, 유체 단독 해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대비 윌등히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점성영향을 고려한 유체력 해석을 실제 설계 최적화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선박용 프로펠러 성능해석에 있어 기존의 비점성
해석도구의 해석 신뢰도가 현재에도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에 충분한
해석정도를 제공하고 있고, 유체-구조 연성해석에 필요한 유체역학적
성능해석 시간이 점성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소요됨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설계 최적화에 적용이 가능한
비점성 수치방법을 이용하였다.

프로펠러 성능해석을 위한 비점성 수치방법은 양력선 방법(lifting line

5

method), 양력면 방법(lifting surface method or Vortex Lattice Method, VLM)
그리고 경계 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or panel method, BEM)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양력선 방법은 프로펠러의 날개가 양력선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Prandtl[4]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계산의 간단성과
오랜 경험으로 인한 신뢰성 등으로 지금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뿐만 아니라 공동의 계산이나 기타
프로펠러 주위의 국부유동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초기 설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양력면 이론은 국부유동의 계산이 불가능한 양력선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펠러 날개의 평균 캠버면(mean camber
surface), 허브 및 후류(wake)면에 보오텍스(vortex) 격자를 분포시키고
경계조건의 만족을 통해 그 격자들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Kerwin
등[5]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펠러 주위 유동을 해석하였고 이는 후에
Greeley 등[6]과 Keenan[7]에 의해 각각 정상 및 비정상 중의 후류모형
(wake model)이 개선되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날개의

두께와

하중의

상호영향을

무시한

선형

이론이므로 날개가 두꺼울 경우 오차를 발생시키며, 날개 끝 보오텍스(tip
vortex)의 예측과 같이 정확한 국부유동의 계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 요소법이 도입되었고 이는 포텐셜 기저방법
(potential basis method)과 속도 기저방법(velocity basis method)으로 나뉘어
Hess & Valarezo[8], 이진태[9], Kerwin 등[10], Hoshino 등[11]에 의해
프로펠러에 적용되어 오다가 이진태[9]가 그의 논문에서 포텐셜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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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우수성을 보인 이후 지금은 주로 포텐셜 기저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최근까지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스큐각(skew
angle)이 큰 경우나 날개의 끝단(tip)에서 코드(chord) 길이가 긴 경우
Kutta 조건이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BEM 해석의 경우 날개의 끝에서 유동의 예측이 부정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Hsin[12]과 서정천[13] 등에 의해 개선된 형태의
Kutta 조건이 제안되었으며 수렴성의 개선(특히 스큐각이 큰 경우)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끝단의 코드길이가 긴 경우 비수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표상우[14]는 그의 논문에서 후류의 roll-up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격자(FLow Adapted Grid, FLAG)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본 연구에서 유체력 계산을 위해 사용된
서울대학교 in-house BEM solver인 KPA14에 적용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복합소재(혹은 탄성체) 프로펠러의 거동을 수치적, 시험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Lin과 Lin[15]은 VLM과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결합한 선박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hydro-elastic analysis)을 수행하여 비공동(non-cavitating)상태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Young[16,17]은

그의

연구에서

탄성(복합소재)프로펠러의

정상(steady) 및 비정상상태(unsteady) 에 대한 유탄성 응답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였고

정상상태에

대한

모형시험과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영역에서의 비정상상태 유탄성 거동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선체 후류 유동장에서 날개의 떨림에 기인하는 유체 감쇠력
성분(부가저항 등)을 BEM 해석을 통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부하가 큰 낮은 전진비에서 유연한 재질로 제작된 복합소재
프로펠러가 강체(rigid) 프로펠러 대비 성능면에서 우월한 결과를 시험과
해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Chen 등[18]은 다양한 형상 및 재질의 유연한
복합재

프로펠러에

대한

4주기

반류(4-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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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유동조건에서의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이용한 모형시험 및 동일조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정상 유동 중의 복합소재 프로펠러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치적응(pitch-adapting)형 복합소재
프로펠러가 단단한 재질의 프로펠러 대비 추진 성능에서는 최대 5%,
반류 중 캐비테이션 성능에서는 15% ~ 50%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Motley 등[19]과 Blasques 등[20]은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적층의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복합재 섬유(fiber)의 적층방향
변화에

따른

단독성능

최적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스스로 변형(self-twisting)하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하여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화를 활용한 체계적인 설계방법을 제안하여,
에너지효율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이형석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등[21,22]은

대한

비정상상태에서의

최적

설계법을

프로펠러

유탄성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반류 중 날개의 떨림에 의해 주위 유체입자를
가속시킴으로써
medium)의

발생되는

유한요소

부가하중을

모델을

적용하여

음향유체

매질(acoustic

날개면에서의

압력과

fluid
날개의

구조변위 및 상호 연성 영향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BEM-FEM 기반의 유탄성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형석 등[23]은 복합재 적층에 따른 설계 외 운항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성능향상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He 등[24]은 비균일 반류 중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진동과 동응력(dynamic stress)를 저감하기 위한 유체
동역학적 성능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CFD-FEM

연성

FSI 해석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복합재 적층 방법의 변화를 통해 목적함수인
진동하중(vibratory load)을 금속소재 날개 대비 49.6% ~ 70.6% 개선하였다.

금속대비 상대적으로 유연한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동작하중에 따라
형상이

변한다.

따라서

설계자가

의도한

최적의

추진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설계 운항조건에서 설계자가 의도한 최적형상이 되도록 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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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현길 등[25,26]은 VLM-FEM 기반의 정적
유탄성 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연 프로펠러의 변형을 고려한
초기형상 설계를 위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필요성 및 그 절차를
제안하였다. 즉 설계 조건에 따라 프로펠러의 추력(하중)이 결정되면
이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최적화된

형상설계가

가능하고,

강체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는 일반적인 금속재료의 프로펠러와는 달리 복합재
프로펠러의 경우 금속 대비 낮은 강성으로 인해 하중에 따라 날개
형상이 변형하게 되어 유체역학적 성능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날개의 변형이 추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형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탄성 변형량을
역으로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통해 목표형상에 수렴하는 초기형상 추정을
위한 역설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상갑 등[27]은 복합재 유연 프로펠러의 재료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건화 등[28], 이상갑 등[29]은 유연 프로펠러의
제작 정도와 성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모형시험을 통하여 수행
하였고, 향후 복합소재 프로펠러 모형시험 수행 시 다양한 조건에 대한
파라미터 연구(parametric study)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복합소재를 포함한 유연한 재질의 탄성체 프로펠러는 작용하는 하중에
따른 변위를 모형시험에서 계측하기 위해 LDV 등 고가의 시험장비가
사용되었다. Savio[30]는 두 개의 일반적인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를 이용한 stereo imaging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펠러 날개의 변형을
계측하였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유연한 재질의 모형 프로펠러에 대한
프로펠러 단독(propeller open water, P.O.W.) 시험을 중형공동수조에서
수행하고 각 하중별 날개의 변화량을 계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날개
표면에 표식(marker)을 부착하고 두 이미지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날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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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를 계산하였고, 계측결과 상당히 작은 오차 범위의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향후 복합소재 프로펠러 해석의 검증 및 축적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한 모형시험에 활용 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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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성능추정 및 강도평가를 빠른 시간에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 기법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성유동해석에

비해

계산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으면서도 유체력 추정이 비교적 정확한 비점성 포텐셜 기반의 BEM
code인 KPA14를 이용하여 날개 면에서의 하중변화를 추정하였다. 구동
중 날개변형 및 강도평가를 위한 구조해석을 위해 상용 implicit FEM
solver인 Abaqus Standard를 사용하고, 높은 탄성을 가지는 FRP계열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동적 유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비정상상태
해석 시 음향유체 매질의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유동장의 압력
평형방정식과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체와

구조의

경계면에서 연성을 고려한 연립방식을 구성하고 풂으로써 프로펠러 날개
떨림 거동에 대한 주위 유동장의 감쇠영향을 파악하였다.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체 탄성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BEM code와 FEM
solver의 유탄성 해석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기존문헌에서 공개된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에 대한 시험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해석법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보다 실용적인 복합소재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을 위하여 복합재의
적층 근사모델을 제안하였고, 프로펠러 날개와 유사한 테이퍼(taper)
형태의 외팔보(cantilever beam)를 대상으로 실제 적층을 그대로 재현한
해석모델과 제안된 구조모델의 해석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델링의 편의성을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 복합소재 프로펠러 해석에 적용되어 왔던 단순한

11

구조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층 모델이 실재
적층의 영향을 반영하면서도 오히려 우수한 수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층 방법에 따른 복합재 프로펠러의 정상 및 비정상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박 및 프로펠러 성능평가의 벤치마크 테스트용으로
공개된 선형인 KVLCC용 프로펠러인 KP458을 대상으로 설계 운항조건
및 설계 외 조건에서의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상상태
유탄성 해석 기반의 역설계 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소재 프로펠러 초기
형상 추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대상 프로펠러의 설계운항조건 및
설계 외 조건에 대한 반류 중 비정상 천이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층 최적화를 통한 설계 외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성능향상의
기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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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식화 및 수치적 방법
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해석을 위한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 날개의 구조변위 및 경계면에서의
상관관계를 수식화하였다. 본 장의 1절에서는 프로펠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추정하기

위한

유동장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기술하고,

2절에서는 날개면에 작용하는 하중에 다른 구조변위를 계산하기 위한
구조 운동방정식을 설명하였으며, 3절에서는 이 두 해석의 연계를 통한
유탄성

영향을

해석하기

위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프로펠러 날개 주위 유동장에 대한 지배방정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 혹은 비정상 유동중의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포텐셜을 기저로 한 경계 요소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진태[9]와 Hsin[12] 그리고 서정천[13] 등에
언급되어 있는 해석방법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프로펠러 날개 주위의 유동문제를 정식화하기 위해 3차원의 닫혀있는
경계면 S 로 구성된 Σ와 유체 쪽으로 향하는 단위 법선벡터(unit normal
vector) n 을 가지는 유체장을 가정한다. 경계면 S 는 프로펠러 날개 및
허브인

S B , 후류면 SW 그리고, 바깥 경계면 S 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펠러는 유입속도 U  인 유동장에 놓여있으며 이 유동장은 이상유체,
즉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으로 가정한다. 이 같은 유동장의 경우에는
Laplace 방정식을 만족하는 교란속도 포텐셜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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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경계면에 경계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여함으로써 경계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다음의 식 (2)의 운동학적 경계조건이 프로펠러면 S B 에서 만족
되어야 한다.


 U   n
n

(2)

S

n

p ( ,  ,  )

q( ,  ,  )
SB

SW

n

U

V, 

Figure 1 General notation of object in fluid for the application of Green’s theore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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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류면 SW 는 두께가 없다고 가정하고 법선속도의 점프, 즉 SW 를
교차하는 압력점프는 없지만, 포텐셜의 점프는 있다고 가정하면,





n  V  V  0

on SW

(3)

이 된다. 이 때 후류면의 특이점에 의해 교란되는 계산점에서의 포텐셜은
이 두 점의 거리에 반비례한다(식(6) 참조). 따라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후류에 기인한 프로펠러 날개면에서의 영향은 무시할 만 하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Figure 1에서와 같이 후류의 길이를 유한하게 정의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후류의 길이를 프로펠러 해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펠러 후방으로 반경의 1.5배를 적용하였고, 이 후류면의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Greeley[6]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날개 뒷날에서 순환을 유일하게 하기 위하여 Kutta 조건을 사용하였다.

 T . E .  

(4)

즉, 날개 뒷날에서의 유체속도는 유한하다.

한편, 바깥 경계면

S 에서의 경우, 이 경계면이 프로펠러로부터

무한하게 멀어져 감에 따라서 프로펠러에 기인하는 교란속도는 없어진다.

  0 as r  

(5)

교란 속도 포텐셜  는 프로펠러 면에 있는 어떤 점에서도 Green의
2차 정리(Green‟s 2nd identity)를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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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pb 



   
 
1
1



S  q nq  R( pb ; q)   n q R( pb ; q) dS

B 


   

q

SW


nq



1

dS
R
(
p
;
q
)
b



(6)

and

4 p f 



   
 
1
1





S  q nq  R( p f ; q)   n q R( p f ; q) dS


B 



   
SW

q


nq



1

dS
R
(
p
;
q
)
f



(7)

S B : Sblade + Shub
pb : 유기속도 포텐셜이 계산되는 날개 경계(표)면의 점
p f : 유기속도 포텐셜이 계산되는 유체 공간 상의 점

q : 특이점이 위치하는 점
R( p; q) : p 와 q 사이의 거리 ( p : pb 및 p f )

상기 지배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 정상상태에서의 프로펠러
날개 및 허브 그리고 후류에 대한 형상을 패널로 이산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j   ( )mWi ,m   bi , j j

(8)

i, j

j

m

j

여기서 영향계수 ai , j 와 bi , j 는 j 번째 패널에 분포되어 있는 단위
세기의 다이폴(dipole)과 소스(source)에 의해서 i 번째 패널의 계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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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되는 속도 포텐셜이다. 후류 영향계수 Wi ,m 는 날개 후류의 m 번째
스트립 위의 패널에 분포되어 있는 단위세기의 다이폴들에 의해서 i 번째
패널의 계산점에 유기되는 속도 포텐셜이다.

( )m 은 날개 뒷날의

윗면과 아랫면의 포텐셜 차이며  j 는 날개면 위에서의 소스세기이다.

Greeley[6] 및 표상우[14]의 방법을 적용하여, 프로펠러 날개 후류의
형상이 식 (3)의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반복연산
(iteration)을

수행한다.

즉,

프로펠러

후류면의

피치각이

유입유동의

피치각과 같다고 가정하고, Loukakis[31]의 방법에 따라 1차 후류 형태를
가정한 후, 가정된 후류 형태에 대하여 지배방정식을 풀게 되면, 날개
뒷날을 따라 유기되는 속도를 구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후류면의
피치각을 변화시키며 식 (3)을 만족도록 하는 반복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후류 형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간영역에서 정의되는 비정상 천이(transient) 유동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시간 단계(step)에서 주날개(key blade)의 정상유동해석을 수행한
후 나머지 날개에 대한 특이점 값을 매 단계마다 갱신하도록 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j (n)  Wi ,m,1 ( )m,1 (n)  Bi (n)

i, j

j

(9)

m

Bi (n)   bik, j ik, j (n)   aik, jik, j (n)
k 1

k 2

j

  W
k 2 m

l 1

k
i , m ,l

j

  m,l (n)   Wi ,m,l   m,l (n)
k

m l 2

여기서 n은 시간 단계를, k는 k 번째 날개에서의 값(k=1은 주날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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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상기 (8) 또는 (9)의 이산화된 적분방정식으로부터 구한 속도 포텐셜을
이용하여 Bernoulli의 정리를 적용하면 압력과 속도의 관계에 따라 유동
중 회전하는 프로펠러 날개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  P
2V 
2  VF 2 
CP 
 2
 2  2  F2
1
U  t U 
U
U
U 2
2
2

(10)

참고로 관성좌표계(inertial coordinate system)에서의 오퍼레이터(operator)

 / t 는 비관성좌표계(non-inertial coordinate system)에서의 ( / t  VF )
로 나타내고, 여기서 VF 는 좌표계의 속도(frame velocity)이다. 해석에
사용된 이산화된 날개, 허브 그리고 Greeley[6] 및 표상우[14]의 방법을
적용하여 형상이 결정된 후류에 대한 표면 패널 및 좌표계는 Figure 2와
같이 프로펠러의 후류방향을 x축으로 정의한 우수좌표계가 적용되었다.
참고로 그림의 프로펠러는 본 연구에서 문헌의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상유동해석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P5479 프로펠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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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Y

X

Figure 2 Discretized surface panel of blade, hub and wake and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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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펠러 날개 변형에 대한 구조 운동방정식
프로펠러 날개 고정 좌표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sd  Csd  K sd  FST

(11)

여기서 M s 는 프로펠러 날개의 질량, Cs 는 감쇠 그리고 K s 는 강성
행렬이고 d , d , d 는 각각 계산 점의 가속도, 속도, 변위를 나타낸다.

FST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전 하중을 나타내며, 이는 프로펠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압력) Fhp 와 프로펠러 회전에 의한 성분, 즉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 Fcori 와 원심력(centrifugal force) Fcent 그리고 유체와 구조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연성 성분 Ffs 의 합으로 나타내며, Ffs 를 제외한
하중의 합을 Fs 로 한다.

FST  Fhp  Fcori  Fcent  Ffs  Fs  Ffs

(12)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유탄성 응답에 대한 구조변형해석을 위해 잘
알려진 상용 FEM 해석 도구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해석방법은 정적/
동적 구조해석 모두 implicit 방법(Abaqus Standard)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정적해석에는 Abaqus Standard의 Static 해석기능을, 동적해석에는 Dynamic
해석기능을 사용하였다. 비선형 동적 응답문제를 풀기 위해서 Newmark
적분법(integration method)를 사용하였고, 시간 t  t 에서 모델의 응답은
다음의 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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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t t  ut  tut  t 2     ut   ut t 

 2


(13)

ut t  ut  t 1    ut   ut t 

(14)

여기서 매개변수  와  는 해석의 수렴 안정성 및 정도와 관련되는
값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0.25 및 0.5을 적용하였고, 이 경우
(13)과 (14)는 각각 (15)와 (16)이 되어 second-order의 해석 정도를
의미한다.

ut t  ut  tut  t 2
ut t  ut  t

1
ut  ut t 
4

(15)

1
 ut  ut t 
2

(16)

해석에 사용된 구조 요소(structural element)는 프로펠러 날개의 3차원
형상을 반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얇은 판형구조에 적합한 shell 요소의
장점을 가지면서 두께에 따른 복합재의 비례 적층이 가능하여 격자
자동생성 및 적층에 따른 물성치(material properties) 반영이 용이한 8절점
continuum shell 요소(SC8R)를 적용하였다. 이 continuum shell 요소는
Abaqus

Standard와

Explicit에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 요소의

일종으로, 연속체 요소의 형상을 가지지만 판(shell)과 같은 거동을 보이는
얇은 구조 모델의 3차원 응력 및 변위에 대한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Continuum shell 요소와 일반 shell 요소의 형상차이 및 특징을
다음의 Figur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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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shell model and continuum shell model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tinuum shell 요소는 일반적인 shell
요소와는 달리 회전방향으로의 자유도가 없어, 마치 solid 요소와 같은
거동을 나타내며, 3차원 절점의 형상을 통해 요소의 두께가 정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복합소재의 적층 구조를 요소 내부 두께
방향에 대해 비례적으로 부여하고, 정도 높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32]

Figure 4 3D element topologies of continuum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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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에 Abaqus Standard/Explicit의 continuum shell 요소인 SC6R(6-node
continuum shell)과 SC8R(8-node continuum shell)의 요소 형상과 이 요소를
적용한

프로펠러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32]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의 자동화 및 복합재 적층 물성치에 대한 반영을
손쉽게 하기 위해 8절점 육면체 요소인 SC8R만으로 프로펠러의 날개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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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유체-구조 연성해법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변형이 작용 하중에 따라 비교적 크고 이러한
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역학적 특성의 변화가 작지 않다고 한다면, 유체구조해석 결과의 영향이 양방향 모두 전달되어 각각의 해석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구조해석 시 변형 및 하중 변화의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 비선형해석을 포함한 FSI 해석이
수행되었다.

금속 대비 높은 탄성을 가지는 FRP 계열 복합소재의 재질적 특징과
더불어 프로펠러가 작동하는 복잡한 선체 반류의 변화가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동적 유탄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보다
엄밀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위해서는 이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프로펠러

회전에

의하여

날개면에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프로펠러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에 가까워지는
경우,

피로(fatigue)

파손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펠러를 포함한 물속에서 동작하는 해양구조물의 경우 유체관성(fluid
inertia)에 기인한 부가저항 등에 의해 고유진동수가 낮아지고, 특히
금속에 비해 이러한 부가저항의 영향이 큰 복합재의 경우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기진력의 주파수, 즉 날개 통과 주파수(blade passing frequency,
BPF)와 유사한 정도로 고유진동수가 낮아져 이로 인한 손상의 위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다음의 Figure 5에 이러한 재질(steel/CFRP)과
형상(a / b = 2 및 a / b = 5, a: 길이, b: 너비)에 따른 외팔 판(cantilever
plate)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부가저항고려 유/무의 비를 나타내었다.[33]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속대비 탄소섬유 소재의 부가저항에 따른
감쇠영향이 크며, 형상뿐 아니라 적층각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달라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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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또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적 변위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쇠영향의 변경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장에
대한 탄성 떨림 응답의 영향을 비정상 해석 시 고려하여야 한다.

(a) a / b = 2

(b) a / b = 5

Figure 5 Comparison of wet-to-dry frequency ratios for steel and CFRP plates

I. 경계요소를 이용한 감쇠영향 추정방법(Young[16,17])
이러한 감쇠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Young[16,17]은 Green의 3차 정리
(Green‟s 3rd identity)를 적용한 BEM 해석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동적
구조변위에 기인한 부가저항 및 유체 감쇠력 성분을 구하고 이를 FEM
해석을 위해 구성되는 하중 및 감쇠 행렬에 더하여 이 감쇠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이 방법은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인 식
(11)의 질량 매트릭스 M s , 감쇠 매트릭스 Cs 그리고 강성 매트릭스 K s
에 BEM 해석을 통하여 도출된 유체동역학적 부가저항 및 감쇠영향을
더하여 FEM 해석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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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교란 포텐셜(perturbation potential) Φ를
강체회전에 의한 성분 𝜙와 적은 탄성변형에 의한 성분 𝜑로 구분하였고,

   

(17)

동일한 방법으로 날개면에 작용하는 압력 𝑃 역시 두 성분으로 분리
하였다.

P  Pr  Pfs

(18)

여기서 𝑃𝑟 과 𝑃𝑓𝑠 는 각각 프로펠러 날개의 강체회전에 기인한 압력과
(유체-구조 연성에 의한) 탄성체 변형에 기인한 압력성분이며, 이 중
강체회전에 의한 성분( 𝑃𝑟 )은 본 연구에서 날개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구하였다. (식 (1) ~ (10)) 날개의
탄성변형에 기인한 압력은 다음과 같이 성분 𝜑 에 대한 경계치 문제
(boundary value problem) 로 나타내었다.

 

Pfs    
 Vin  
 t


(19)

유체영역 : 2  0

(20)

경계조건
날개표면 :


 n
n

(21)

후류표면 : Pfs   Pfs

(22)

무한원방 :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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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𝛿𝑛̇ 은

BEM

패널

중심에서의

라그랑지안

강체 속도벡터

(Lagrangian solid body velocity vector)의 법선 성분이고, Vin 는 날개면에서의
유입류 속도벡터이다.

식 (20)은 다음과 같이 Green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BEM 해석으로 풀
수 있다.

   H  n   HTd

(24)

여기서 𝐇 는 BEM 해석으로 조합된 유기포텐셜에 대한 영향계수
행렬이고, 𝐓 는 FEM 해석의 절점속도(nodal velocity) 백터 𝐝̇ 와 BEM
패널의 중심에서의 법선 속도벡터 {𝛿𝑛̇ }의 변환 행렬이다.
식 (24)를 (19)에 대입하면 탄성체 변형에 기인한 유체력(𝐅fs )을 구할 수
있다.

Ffs   NT Pfs dS  M hd  Chd

(25)

𝐌𝐡 는 탄성 거동에 기인한 유체 부가질량 행렬(hydrodynamic added mass
matrix)이고 𝐂𝐡 는 유체 감쇠 행렬(hydrodynamic damping matrix)이다.

Mh    NT HT dS

(26)

Ch    NT  Vin H  T dS

(27)

따라서 유탄성 응답에 다른 프로펠러 날개의 구조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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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h  d  Cs  Ch  d  K sd  Fhp  Fcori  Fcent

(28)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방법은 유체 경계면의 유동 조건만을 이용하는
BEM 해석을 통하여 동적 유탄성 영향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동장 전체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I. 음향유체 매질의 유한요소 모델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체동역학적 탄성거동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백광준[34]이 선체의 접수 진동해석에 적용한 음향유체 매질의 유한요소
모델[35,36]을 적용하였다. 즉, 접수 구조물의 유탄성 응답을 계산하기
위해 유동장을 음향학적 동압력 특징을 갖는 유체 매질로 두고 이
유동장의 압력 평형방정식과 구조물의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체와
구조의 경계면에서 연성을 고려한 연립 방식을 구성하고 풂으로써
프로펠러 날개의 떨림거동에 대한 주위 유동장의 감쇠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앞에서 정리한 종래의 경계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하여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을 모델링 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압축성 매질에서의 에너지 소산(energy dissipation)을 해석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엄밀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유체동역학적 탄성거동
영향을 유체와 구조의 연립방식을 구성하고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FEM
solver(Abaqus Standard)에서 해석함에 따라 향후 CFD-FEM 기반의 유탄성
해석 등 다양한 유동장 해석방법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식 (12)의 유체와 구조 경계면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연성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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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Ffs 의 각 성분을

f i 라 두고, 식 (11)의 구조 변위 벡터 d 의 각

성분을  i 라 둔다. 만약 구조 경계면 S 에 유탄성 거동에 기인한 유체
압력 p 가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하중성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i   N i ni p dS

(29)

S

N i 는 변위성분  i 에 대한 형상함수(shape function)이고, ni 는 경계면
S 에서 유체장 방향으로 수직인 단위 법선벡터 n 의  i 방향 성분이다.
유체 압력 p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형상함수 F j 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p   p j Fj

(30)

j

p j 는 유체영역 각 격자점에서의 압력을 나타낸다. 간결한 정리를
위해서 내적 표기법(inner product notation)을 도입하면, 하중성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   p j N i, Fj

(31)

j

여기서, Ni  ni Ni

(32)

식(31)은 경계 매트릭스(boundary matrix) B 를 도입하면,

Ffs  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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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p 는 유체영역 격자점에서의 탄성 떨림
거동에 기인한 유체 압력 벡터를 나타내며, 경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B   Ni, Fj 

(34)

한편, 프로펠러 날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 영역에 대한 모멘텀
평형방정식(momentum

balance

equations

또는

momentum

conservation

equation)은



du
 p   2u
dt

(35)

이고, 여기서 p 는 유체 동압력을  는 유체의 밀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전미분(material or substantial derivative)항을 점미분(local accelleraction)항과
대류(convective acceleration)항으로 전개하면,



u
  (u )u  p   2u
t

(36)

이 되고, 만약 유체입자 속도의 방향변화가 무시할 만큼 적다고 가정하여
대류항 (𝐮 ∙ ∇)𝐮 는 0이라고 두고, 유체입자의 변위를 𝐯 , 속도 𝐮 를 𝐯̇ ,
가속도 𝐮̇ 를 𝐯̈ 으로 두면,

p   v   v  0

(37)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 = −𝜇∇2 )는 소산에 대한 체적상수
(체적항력, volumetric drag)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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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탄성계수(bulk modulus)와 압력의 관계정의, 즉 질량 평형방정식
(mass balance equations 또는 mass conservation equation)에 따른 유체의
체적변형률(volumetric strain)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Kf 는
유체의 체적탄성계수를 나타낸다.

p  K f   v

(38)

식 (37)에 divergence를 취하면,

2 p   v   v  0

(39)

이 되고, 식 (38)과 (39)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유체압력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1

1
p
p  2 p  0
Kf
K f


(40)

식 (40)에 식 (29), (30)의 형상함수와 Galerkin 방법을 적용[36]하면,
압력장은 다음과 같이 확장 가능하다.

Mf p  Cf p  K f p 

1
p 
dS   0
 S Fi

n 

여기서 행렬 Mf , Cf , K f 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1

Mf  
Fi , Fj  , Cf  
Fi , Fj  , K f   Fi , F j 



  K f

 K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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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편, 유체-구조 경계면에서 구조물의 탄성 거동에 기인한 유체압력의
영향은,

p
   n
n

(42)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n 은 경계면 변형 가속도의 법선성분이다.
식 (32)의 형상함수 Ni 을  n 에 도입하면,

 n   N i  i

(43)

i

가 되고, 따라서 식 (41)의 좌변 마지막 항인 유체-구조 경계에서
기여하는 성분은

   i Ni, Fj  BT d

(44)

i

으로 나타낼 수 있다. BT 를 Sfs 로 두면, 유체와 구조의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연성을 고려한 운동방정식 (41)은,

Mf p  Cf p  K f p  Sfsd  0

(45)

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식 (33)의 경계 매트릭스를 STfs 로 두고, 식
(11) 및 (12)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의 (46)과 같다.

Msd  Csd  K sd  STfsp  F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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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45)와 조합하여 유체연성 구조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면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s
 S
 fs

0  d  Cs
 
M f  p   0

0  d  K s
  
Cf  p   0

STfs  d  Fs 
    
K f  p   0 

(47)

본 연구에서는 유체 부가저항성분 등 유체동역학적 감쇠를 고려한
구조 변형해석 수행을 위해 유도된 연립방정식 (47)을 Abaqus Standard를
이용하여 풀었다. FEM 해석을 위해 SC8R continuum shell 격자가 적용된
프로펠러 날개 전체에 대한 구조 모델 형상, 허브에서의 구속 경계조건
그리고

각

요소별로

작용하는

하중(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동압력,

원심력 및 코리올리 힘)을 다음의 Figure 6, Figure 7 그리고 Figure 8에
각각 나타내었다. 유체연성 구조 연립방정식 (47)을 풀기 위해 자유수면
(free surface)의 영향이 없다는 가정하에 프로펠러 날개 주위의 유동장
(acoustic medium domain)을 다음의 Figure 9와 같이 사면체(tetra) 비정렬
격자로 구성하여 어떤 형상의 프로펠러 날개에 대해서도 격자 생성이
용이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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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3D FEA model for the propeller blade

Figure 7 Boundary condition of the blade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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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oads acting on the propeller blade elements

Figure 9 Grid system for FSI analysis in acoustic medium (‘w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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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탄성 해석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정식화된

수학모델을

토대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성능 및 강도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조건에 대한 유탄성 해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유탄성 해석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상상태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유연한
탄성체 프로펠러가 동작하는 부하조건에서 목적한 설계형상이 되도록
하는 초기형상 추정과정을 설명하였고,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정상상
천이 유탄성해석 절차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나타내었다.

제 1 절 유탄성 해석의 종류
유탄성 해석은 연구자마다 방법론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탄성 해석 방법에 대한 분류를 위해, Hou
등[37] 및 Gatzhammer[38]의 연구에서 분류한 방식이 다수의 유탄성 해석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에 잘 부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탄성 해석 방법은 유체와 구조변위 해석 방정식의 분리 여부에 따라
크게 완전 연성해석법(monolithic method or fully coupled approach method)과
분할 연성해석법(partitioned approach method)으로 나뉜다.

완전 연성방법은 유체와 구조의 변위를 동시에 푸는 지배방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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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하나의 solver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으로, 유체와 구조변형의
모든 해를 하나의 행렬방정식으로 풂으로써 추가적인 유체-구조 간의
연계를 위한 추가 처리를 필요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엄밀한 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계되는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이 증가되면서 행렬이 거대화 되어 해석을 위한 자원의 규모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매질간의 물성(특히 강성) 차이가
큰 경우, 구성되는 행렬의 조건수(condition number)가 커지는 소위 “illconditioned problem”이 되어 해의 도출을 위한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완전 연성방법의 경우 단순화된 형상을 갖는 유연한 물체의
거동에 대한 엄밀한 해석에 유리하다.

반면, 분할 연성해석법은 유체와 구조에 대한 별도의

지배방정식이

구성되고, 두 개의 독립적으로 분리된 solver를 이용하여 두 행렬방정식을
풀어나가면서 상호간의 연계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
해석

단계마다

매번

연계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를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완전 연성방법에 비해 해석의
엄밀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행렬이 과도하게 대형화 되는 것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조건수를 갖는 “well-conditioned problem”이
됨에 따라 수렴성이 증가하여 완전 연성방법 대비 계산 효율성이 뛰어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실용적인 해석에 유리하다.

분할 연성해석법 중 정상상태 해석문제는 다시 일방 연성(1-way coupled)
FSI 해석방법과 양방향 (반복) 연성 FSI 해석방법으로 나뉜다. 일방 연성
FSI 해석방법은 유체 또는 구조변위에 대한 해석결과를 구조변위 또는
유체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유동에 의해 발생한
구조물의 변형량이 너무 작아서 구조물의 변형이 유동현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구조물의 변형량을 유동해석에 반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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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유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빠른 시간 안에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복합소재 프로펠러와
같이 상대적인 형상 변형량이 작지 않아 이로 인한 유동장의 영향이
크고,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방향

연성 FSI

해석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다음의 Figure 10에 분할 연성해석법을 중
정상상태 해석방법인 (a) 일방 연성 FSI 해석방법과 (b) 양방향 (반복)
연성 FSI 해석방법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 해석을 위하여
유체 유동장을 해석한 후 계산된 유체압력을 구조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하중조건으로 사상(mapping)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어진
변위를 다시 유체 경계면에 사상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수렴해를 구하는
방식의 양방향 연성 FSI 방법을 사용하였다.

(a) 1-way coupled method

(b) 2-way (iterative) coupled method

Figure 10 Steady problem of partitined approach FSI analysis

분할 연성해석법 중 비정상상태 해석의 문제는 강한 연성방법(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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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methods)과 약한 연성방법(loosely or weakly coupled methods)으로
나뉘고, 약한 연성방법은 다시 staggered (또는 일방 연성) FSI 방법과
양방향 연성 FSI 방법으로 세분화 된다.

(a) strongly coupled methods

(b) staggered (1-way coupled) method (loosely coupled methods)

(c) 2-way coupled method (loosely coupled methods)

Figure 11 Unsteady problem of partitined approach FS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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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한 연성방법은 매 시간 step 마다
유체와 구조변형에 대한 상호영향을 동시에 만족할 때 까지 반복하여
수렴시킨 후 다음 시간 step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분할 연성해석법을
이용한 비정상상태해석 중 가장 엄밀한 해석법이며, 상대적으로 큰
변위가 발생하는 유연한 물제의 유탄성 거동에 대한 해석에 적합하나
약한 연성방법 대비 해석시간의 소요가 커서 계산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약한 연성방법 중 staggered FSI 방법은 이전 시간 step의
구조형상에

대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계산된

유체하중을

유체하중변화를

계산

반영하지

시간
않아

step에
상대적인

적용하고
해석의

엄밀성은 떨어지나 계산 효율성이 매우 높아, 시간에 따른 변형이 작은
유탄성 거동에 대한 해석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약한 연성방법 중 2-way

coupled FSI 방법은 한 시간 step

내에서 시간에 따른 유동압력 변화를 반영한 구조변형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렴을 위한 반복계산이 필요하여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강한 연성방법과 시간 step내에서의 유동변화를 구조해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staggered FSI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연성 FSI 방법을
적용하여 반류 중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비정상 거동에 대한 천이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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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의 기본개념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복합소재 프로펠러가 운항
부하에 따라 형상이 변하는 탄성영향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성능을
추정하고 강도평가를 수행하여 성능최적화를 위한 형상 및 구조적층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산 효율성에서 뛰어난
양방향 반복 분할 연성 유탄성 해석법(2-way coupled partitioned iterative FSI
method)을 적용하였다

다음의 Figure 12에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유탄성 해석을 위해서
적용된 해석방법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의
구조는 강체 프로펠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 계산을 위한 BEM
solver(KPA14)와

날개의

구조변형응답,

날개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 계산 및 선체 후류 중에서의 프로펠러 날개 유탄성거동에
기인한 부가하중을 계산(비정상 천이 유동 시)하기 위한 비선형 FEM
solver(Abaqus Standard) 간의 기본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정상상태 유탄성 해석의 경우 반류 중 날개 위치에 따른 압력변화 및
날개 진동에 의한 탄성거동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림의
개념도에서 „Blade position*‟ 및 „Hydrodynamic added mass*‟ 두 항목은
제외되며,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반복 수행하여 이전 단계(step)와의 형상
차이로 수렴성을 판단한다. 본 연구의 수렴 조건은 모든 해석점에서 이전
단계와의 형상 차이가 날개 직경의 0.01% 이내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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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unsteady transient analysis
KPA14 (BEM code)

Interface

Initial Input Data
Initial blade geometry
Wake distribution
Ship speed, Power, RPM

Abaqus (FEM solver)
Initial Input Data

Convergence
Check

Updated (Input) Data

Composite material
Lamination no. and stack angle

Updated (Input) Data
Blade geometry
Pressure distribution
Hydrodynamic added mass*

Blade geometry
Blade position (angle)*
Hydrodynamic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Output Data

Output Data
Deformed blade geometry
von Mises stress, failure, etc.
Hydrodynamic added mass*

Thrust, Torque, Efficiency
Pressure distribution

Figure 12 Schematic diagram of a propeller blade FS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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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기형상 추정 프로세스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구동 시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뿐 아니라 제작에
사용된 복합재 재료의 물성 및 적층 순서 그리고 적층 각에 따라 변형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는 설계 구동(하중)조건에서 최적화된 형상을 설계
했을 경우, 주어진 조건에서 이 설계형상을 갖도록 적층조건에 따라 다른
초기형상 추정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ptimum (Target) Geometry
Deformed Geometry
Initial Design Geometry

Figure 13 Blade deformation aspects of design load condition and initial design
considering deformation

즉 위의 그림에서의 최적형상이 „Optimum (Target) Geometry‟로 표시된
날개라고 하고 이 형상의 복합소재 프로펠러를 제작하여 구동한다고
가정하면 설계운항(하중)조건에서 „Deformed Geometry‟의 형상으로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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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최적형상과는 전혀 다른 형상의 프로펠러가 된다. 이를 고려한
초기형상(또는 제작형상) 설계를 위해 장현길 등[25,26]이 제시한 역설계
(reverse engineering)의 방법으로 초기 설계형상(„Initial Design Geometry‟)을
추정하고 이 형상을 실제 제작을 위한 설계 형상으로하여 구동 하중에서
목표(최적)형상으로 변형토록 하는 초기형상 추정 프로세스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의 Figure 14에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초기형상 추정을 위한
역설계 프로세스를 나타내었다. 본 프로세스의 구조를 살펴보면,

1) 목표형상을 초기형상으로 두고 회전반경 방향으로 평균한 반류
(circumferential averaged wake)에 대한 양방향 연성 정상상태 유탄성
해석(Figure 12 참조)을 수행하여 변형된 날개형상을 구한다.

2) 변형된 날개 형상과 목표형상의 차이만큼을 초기(목표) 형상에서 뺀
형상을 잠재적인 초기(설계)형상으로 두고 이에 대하여 정상상태
유탄성 해석을 수행, 날개 변형을 구한다.

3) 변형된 날개의 형상과 초기(목표) 형상의 차이가 허용오차 이내가
될 때까지 2)번의 과정을 반복한다.

4) 초기(목표)

형상으로

수렴한

경우,

잠재적인

초기(설계)형상을

변형을 고려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초기형상으로 확정하고, 이
형상에

대한

설계

파라미터(피치분포,

레이크분포,

스큐분포,

캠버분포 등)를 도출한다.

의 4단계로 정리할 수 있고 장현길 등[25,26]이 밝힌 바와 같이 향후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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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 언급될 대상 프로펠러에 적용 시 매우 우수한 수렴도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Initial (Target )
Geometry

Steady FSI

KPA14
(BEM)

Interface

Abaqus
(FEA)

Blade
Deformation

Calculate Difference
(Initial vs Deformed)

YES

Diffrence < Tollerance ?

Define Design Geometry

NO
Chage Blade Geometery
(Deformed – Difference)

Design Geometry

Steady FSI

KPA14
(BEM)

Interface

Abaqus
(FEA)

Figure 14 Reverse engineering algorithm for the initial design of th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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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비정상 천이 유탄성 해석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정확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탄성 해석,
특히 구조 안정성 관점에서의 강도평가를 위해서는 후류 중에서 날개
위치에

따른

시간영역

기반의

유탄성

해석이

필요하다.

일정하게

유입하지 않는 유동장에서 회전하는 날개의 경우 날개표면의 압력분포에
따른 응답 변형뿐 아니라 압력분포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떨림 거동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항공기 프로펠러, 풍력터빈 날개 등과 같이 날개의
위치에 따른 유동의 급격한 변화 없이 낮은 밀도의 공기 중에서
구동하는 복합재 날개에 비해 물속에서 구동하는 프로펠러의 경우, 반류
중

떨림에

대하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

부가저항성분에

의한

감쇠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 대로 날개 주위의 유체에 음향학적 매질을 적용하여 유체
동역학적 부가질량(hydrodynamic added mass) 등에 의한 유체 감쇠영향을
고려하였다.

한편 Young[16,17]은 반류 중 비정상 거동해석을 위해 펌프의 날개 등
회전체에 대한 동적 구조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Abaqus의 Direct Cyclic
Algorithm(D.C.A)을 적용하였다. D.C.A.는 순환적인 하중작용에 대하여, 각
시간대별 천이 현상을 모사하는 대신 전체적인 순환 거동을 근사적으로
모사(asymptotic simulation)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의 장점은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유체력 해석과 구조변위 해석이 한 순환 (one cycle,
프로펠러의 경우 1회전) 단위로 연성되므로 적용이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로펠러 각 위치(시간)별 천이거동을 엄밀히 모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유탄성

해석을

통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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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태에서의

구조강도평가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류 중 비정상 거동에 대한 천이해석을 분할
연성해석법 중 양방향 연성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 T +
dt에서의 유체력 계산에 적용되는 날개형상은 짧은 시간 동안의 변형량이
크지 않아 시간 T에서의 형상과 같고 시간간격(dt) 동안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날개 위치에 대해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계산 수렴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우선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여 수렴시킨 후, 이를 초기 값으로 천이해석을 수행하고 이전 회전
단계(revolution step)의 동일 날개 위치에서 계산된 변위와 비교를 통하여
수렴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비정상 천이해석 알고리즘
(Figure 11 (c) 2-way coupled method (loosely coupled methods) 참조)은 다음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설계된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Figure 12)을
통하여 반류 중 회전에 대한 평균변위로 수렴 시키고 이 형상을
초기 값으로 비정상 천이 유탄성 해석을 시작한다.

2)

시간 T와 시간 T + dt에서의 날개 표면의 압력분포를 비정상
유동해석을 통하여 계산하고 시간 T 에서부터 시간 T + dt까지의
압력변화는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3)

시간 T 에서부터 시간 T + dt까지의 압력변화와 회전에 의한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을 하중조건으로 시간 T 에서부터 시간 T +
dt까지의 유체동역학적 부가질량 등에 의한 유체 감쇠영향을
고려한 동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시간 T + dt에서의 최종변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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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T + dt에서의 변위를 다음 step의 시간 T 로 두고 2)번과 3)번
과정을 dt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프로펠러 한 바퀴
회전에 대한 천이해석을 수행한다.

5)

이전 회전의 각 위치(dt 간격)에서의 프로펠러 날개 변위와의
차이의 최대 크기가 허용오차 이내로 수렴할 때까지 2)에서부터
4)까지의 과정을 연속하여 수행한다.

보다 쉽게 제안된 비정상 천이해석 알고리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Figure 15에 해석의 전체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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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Prop.

Steady FSI

KPA14
Steady
(Panel)

Interface

Abaqus
Static
(FEA)

Calculate Diffrence
(Previous rev. vs Current rev.)

1 st revolution ?
NO
YES

Diffrence < Tollerance ?
NO
YES
Unsteady(Transient) FSI (1 Revolution)
Finish
Blade
Deformation
Chage Blade Geometery
(Deformed)

Chage Blade Position

KPA14 Unsteady
Predict pressure distribution at
T and T + dt

Interface

Abaqus Dynamic (FEA)
Non-linear / implicite

Figure 15 Transient FSI algorithm for a composite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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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의 구성
본 장의 앞 절에서 설명한 해석법을 이용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BEM code인 KPA14와 프로펠러 날개의 구조변형 및 날개
떨림에 대한 유체동역학적 감쇠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Abaqus Standard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해석 solver를 순차적으로
구동하고 이를 위해 각 solver가 요구하는 격자와 해석조건에 대한
입력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각 단계별 수렴도를 확인하여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복합소재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을 Matlab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본 해석 프로그램은 정상상태 해석과 비정상 천이 해석의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두 해석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탄성 해석 프로그램은 앞 절의 Figure 1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정상상태 해석을 위한 Steady FSI 해석 부분과 이 정상상태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반류 중 날개 위치에 따른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Unsteady FSI
해석 부분으로 나뉜다. 초기형상을 추정하거나 정상상태 해석을 통한
프로펠러의 성능추정을 위한 경우 Steady FSI 해석이 끝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비정상 천이해석을 위해서는 Unsteady FSI 해석이 마무리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조로 작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Steady FSI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KPA14를 구동하고
Abaqus용 입력파일 생성을 위한 입력 값(Figure 16)을 읽어 들이는 것으로
유탄성 해석을 시작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KPA14 구동을 위한
프로펠러 형상정보 입력파일(*.geo), 선체반류정보 입력파일 (*.wak)이
ASCII text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50

Figure 16 Input for a composite propeller FSI analysis program

다음의 Figure 17에 KPA14 실행을 위한 프로펠러 형상정보 입력파일의
예를 나타내었다.

Figure 17 Propeller geometry input for KPA14

이러한 입력파일을 이용하여 Steady FSI을 시작하면 KPA14를 실행하고
Figure 2와 같은 BEM 해석을 위한 프로펠러 격자(코드방향 40개, 스팬
방향 20개)가 자동 생성되며 프로펠러 날개면에서의 압력 하중분포가
계산된다. 이를 토대로 코드방향 40개, 스팬방향 40개 그리고 두께방향
4개의 구조해석을 위한 날개 격자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를 토대로 각
구조 요소의 절점정보, 요소정보 및 각 요소에 작용하는 압력하중을
계산하여 Abaqus 구동을 위한 ASCII text 임시 입력파일(*.inp)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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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baqus의 입력파일은 Figure 18과 같이 첫 번째 구동에서만
입력으로 사용되고 이후 해석 단계에서는 바뀌지 않는 초기 값인
형상정보(geometry data), 재료의 물성정보(material data) 그리고 구속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과 매 단계마다 새로이 반영되는 하중정보
(load set)를 포함하는 이력 정보(history data)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재료의 물성정보를 제외한 모든 입력정보는 Steady FSI의 시작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입력파일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첫 번째
Abaqus 구동을 실행하기 전에 문서편집기(text editor)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날개 적용된(주 적층방향 등) 물성정보를 입력하고 해석을 시작한다.

Abaqus의 구조변위 해석결과는 초기 입력형상에 대한 변위가 출력으로
제공되므로 이 변위를 이용하여 다음 step에서 KPA14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펠러 격자 및 후류 모델링을 실행하고, 이를 이용한 유체력 해석
결과를 다시 Abaqus에 반영하여 구조변위를 구하는 반복계산을 수행하는
2-way coupling iterative steady FSI 해석을 수행한다. Steady FSI 해석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수렴된 프로펠러 날개형상을 기준으로 HyperMesh
등과 같은 모델링 도구를 이용하여 Figure 9에서와 같이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에 대한 4면체 형태의 음향학적 유체 매질을 생성한다. 이를
이용하여 Figure 18의 입력파일에 변형된 프로펠러 날개 형상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주위 유동장에 대한 형상정보, 물성정보, 구속 경계조건 및
하중정보를 추가하고 Unsteady FSI해석을 수행한다.

Steady FSI과 마찬가지로 Unsteady FSI 역시 앞 절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시간간격(dt)에 대한 KPA14와 Abaqus 간의 반복계산을 수행하고
전체 1회전에 대하여 이전 회전과의 최대변위가 허용오차 이내로 수렴할
경우 계산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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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xample of Abaqus input fil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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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유탄성 해석법 검증
BEM-FEM 기반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천이 유탄성 해석의 정도
확인을

위해서

기존문헌의

시험

및

계산

결과와의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증에는 단순한 3차원 날개형상에 대하여 유입각에 따른
정상상태 유탄성 응답을 문헌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복합소재 프로펠러
대상으로 한 모형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해석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해 모형시험
결과를

포함하면서

추진기의

형상/제원

및

물성이

공개된

문헌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석법 검증에는
정보가 공개된 문헌을 기준으로 각 해석조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상
프로펠러를 적용하였다.

제 1 절 3차원 날개형상에 대한 정상상태 해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BEM-FEM 기반의 유탄성해석법의 검증을 위하여
Garg 등[39]의 논문에서 유탄성 해석에 대한 검증용으로 사용된 unswept
형상의 NACA00(09)단면 날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법을
적용하여 유동의 유입각(angle of attack)에 따른 변형 및 양력을 계산하여
시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대상 날개의 형상 및 유동조건 정보를 Figure
19 및 Table 1에 나타내였고, 시험에 적용된 구조의 물성값은 Table 2와
같다.

54

Figure 19 Geometry with the dimensions of the tapered NACA 0009 hydrofoil

Table 1 Parameters used for an unswept, cantilevered, tapered hydrofoil

Parameter

Experiment

Geometry

NACA0009

Aspect ratio

3.33

Material (Foil)

Aluminum (6061 T6)

Fluid

Fresh water

ρf (fluid density) (Kg/m3)

999

Vf (m/s)

12.4

Table 2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aluminium foil

Description

Aluminium

ρs (Kg/m3)

Solid density

2,700

Es (GPa)

Elastic modulus

69

νs

Poisson‟s ratio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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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Mesh modeling for BEM-FEM FSI (left : BEM 20 x 40 elements, right : FEM
40 x 40 x 4 elements)

Figure 20과 같이 프로펠러의 유탄성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해석법의
검증을 위하여 프로펠러 날개의 해석과 동일하게 코드방향으로 40개,
스팬방향으로 20개의 격자를 유체해석(BEM)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고,
코드방향으로 40개, 스팬방향으로 40개 그리고 두께방향으로 4개의 격자
분포를 적용하여 구조해석(FEM) 수행을 위한 모델링을 하였다.

BEM 해석을 위한 후류 모델링(Figure 20 왼쪽)은 날개 뒷날 피치각에
따라 초기 후류형상을 추정하고, 이에 대하여 후류 경계조건인 식 (3)을
만족하도록 하는 형상을 찾기 위한 반복연산을 수행하여 최종 형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2장 1절에 언급된 프로펠러의 후류 모델링(Greeley[6] 및
표상우[14]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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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22 및 23에 유탄성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무차원화 된
압력분포, von Mises Stress 및 최대 변위를 나타내었고, Figure 24와 25에
Garg 등[39]에서의 모형시험 및 CFD-FEM FSI 해석결과 그리고 본
해석법을 적용하여 구한 변위(tip bending)와 양력(lift)을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Table 3과 Figur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입각이 증가할수록 최대
압력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최소압력(음의 최대압력)은 유입각 2도 -64.6
kPa을 기준으로 4도의 경우 -136.7 kPa, 5도의 경우 -226.5 kPa로 각각
2배와 4배 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Figure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로 작용하는 von Mises stress는 입사각 2도, 4도
그리고 6도 조건에서 각각 49 MPa, 112 MPa 및 162 MPa로 계산되었다. 본
해석을 통해 계산된 각 조건 별 최대변위는 유입각 2도에서 4.04mm,
4도에서 8.68mm 그리고 6도에서 12.65mm로 계산되었으며, 각 유입각 별
최대변위의 위치는 세 조건 모두 날개 끝단의 후단(trailing edge)부 임을
확인하였다(Figure 23).

Table 3 Maximum and minimum pressure according to angle of attack

Angle of Attack (deg.)

Max. Pressure (kPa)

Min. Pressure (kPa)

2

77.2

-64.6

4

76.6

-136.7

6

76.1

-226.5

57

(a) suction side

(b) pressure side

Figure 21 Pressure distributions (present BEM-FEM FS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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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 2 deg. (max. 49MPa)

(b) at 4 deg. (max. 112MPa)

(c) at 6 deg. (max. 162MPa)

Figure 22 von Mises stress (present BEM-FEM FSI analysis)

(a) at 2 deg. (max. 4.04mm)

(b) at 4 deg. (max. 8.68mm)

(c) at 6 deg. (max. 12.65mm)

Figure 23 Maximum displacement (present BEM-FEM FS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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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omparison between the predicted tip bending deformation (mm) at various
angle of attack (α) for a cantilevered, tapered Al NACA 0009 hydrofoil

Figure 25 Comparison between the predicted lift force (N) at various angle of attack (α)
for a cantilevered, tapered Al NACA 0009 hydro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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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maximum deformation and lift according to angle of attack

Deform

Lift

Angle of
Attack
(deg.)

Exp.

CFDFEM FSI
(MACH)

BEMFEM FSI
(Present)

Exp.

CFDFEM FSI
(MACH)

BEMFEM FSI
(Present)

2

3.9

4.2

4.0

297.8

330.0

318.0

4

8.5

8.7

8.7

660.1

660.1

651.0

6

13.4

13.1

12.7

1040.4

1040.4

956.0

Garg 등[39]의 논문에서 검증으로 사용된 시험결과 및 CFD-FEM FSI
결과와 본 연구에서 수행한 BEM-FEM 기반의 FSI 해석결과를 Figure 24,
25 및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Figure 24 및 25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본 해석법으로 계산된 유입각 2도 및 4도 조건에서의 변위와 양력 계산
값은 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입각이 큰 6도
유입각에서의 변위와 양력은 시험 및 CFD-FEM FSI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입각이

증가함에

따라

날개

끝단의

전단부(tip leading edge)에서 부터 박리되는 유동(후류)의 영향을 Figure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개 후단에서부터 후류를 모델링하는 해석
code가 반영할 수 없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로펠러의 경우 날개 끝단에서의 코드 길이가 0
이므로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특히

설계

전진비에서의 실질적인 프로펠러의 평균 유입각이 평균 2 ~ 3도 이내임을
고려하면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BEM-FEM FSI 방법론이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설계 최적화를 위한 유탄성 거동 해석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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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펠러 정상상태 해석
Chen 등[18]과 Young[17]은 각자의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관한 시험 및
해석에 관한 논문에서 A.I.R. Fertigung-Technologie, GmbH in Hohen Luckow,
Germany에서 제작하고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Carderock Division
(NSWCCD)에서 수행한 6개의 날개에 24inch(610mm) 직경을 가지는 CFRP
소재의 프로펠러에 관한 시험 및 유탄성 해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Young[17]은 „rigid‟한 프로펠러인 P5471과 „flexible‟한 프로펠러인 P5479에
대하여 정상상태(open water)에서 실선 스케일 추진기를 이용한 시험과
BEM-FEM 연성해석에 대한 추력, 토크 및 단독효율 비교를 통한 해석법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상태에서의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가 공개된 두
프로펠러 중 유탄성 거동이 커서 검증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P5479
프로펠러에 대하여 개발된 해석법을 적용하여 각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Young[17]의 시험 및 해석결과 비교하였다. 해석 대상
프로펠러인 P5479의 3차원 형상 및 형상 파라미터 분포를 Figure 2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5479는 날개수 6개의 어뢰용
복합소재

프로펠러로

시험

시

실선

스케일의

모형이

사용되었다.

프로펠러의 단면은 NACA16의 두께분포와 a = 0.8 캠버분포를 적용하였다.
해석에는 실제의 적층 모델이 아닌 단방향성을 갖는 등가의 단일소재
(orthotropic homogeneous material)를 적용하였고 해석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Liu 등[40]의 발표에서 발췌하였다. 적용한 복합재 구조의 등가
재료 물성치는 각각 E1 = 138.9 GPa, E2 = 10.2 GPa, G12 = 5.7 GPa, ν12 = 0.3
이고 청수(fresh water)조건인 ρ= 999 kg/m3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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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Geometry of propeller P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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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복합재 섬유의 주 적층각은 +32 deg.가 적용되었다(Young[17] fiber
orientation 정의 참조). BEM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 절의 3차원 날개
검증에서와 동일한 코드방향으로 40개, 스팬방향으로 20개의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코드방향, 스팬방향 각각 코사인 배열(cosine spacing)과
날개 끝 쪽으로 갈수록 촘촘하게 배열되도록 하는 반 코사인 배열(half
cosine spacing)을 적용하여 날개의 전/후단 및 끝단의 형상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2 참조). 구조해석 모델 역시 3차원 날개
검증에서와 같은 코드방향으로 40개, 스팬방향으로 40개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 4개의 총 6,400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Figure 4 참조). 서로
다른 두 해석(유체/구조)의 데이터(압력 값) 공유를 위해 각 해석 점에
대하여 Inverse Distance Weighting(IDW) 방법의 3차원 내삽(interpolation)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M-FEM 기반의 분할연성 2-way (iterative) coupled 해석방법의
장점인 해석수렴성 및 해석시간을 확인하고자 비교적 유연하여 변형이
작지 않은 P5479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회전속도 909 RPM, 전진비(J)
0.66에 대하여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Intel® Zeon® CPU(W3690,
3.47GHz), 12.0 GB 메모리 사양의 64 bit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개인용
위크스테이션(workstation computer)에서 수행되었으며, 정확한 해석의 시간
효율성 파악을 위하여 BEM 해석, FEM 해석 및 연계(연성)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나의 core만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진비 0.66에서 유탄성
해석을 위한 반복계산을 수행하고 각 시간 step에서 전체 구조요소에
대한 최대 변위량이 직경의 0.01% 이내일 때 최종수렴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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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tch and rake according to iteration

(b) pitch and rake displacement according to iteration

Figure 27 Convergence test for P5479 (pitch and 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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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onvergence test for P5479 (maximum displacement)

Figure 29 Convergence test for P5479 (maximum and minimum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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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b) 1st iteration

(c) 2nd iteration

(d) final (12th ) iteration

Figure 30 Convergence test for P5479 (pressure distribution)

Figure 27과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략 3 번째의 반복계산 이후에서
전반적인 형상이 수렴하고 있고, 5 번째 반복계산 이후부터는 수렴조건
(직경의 0.01%)을 만족하기 위한 미소변형만 발생하고 있다.

Figure 29에 각 반복계산 단계에서의 최대/최소 압력을 나타내었다.
피치, 레이크를 포함한 변위의 수렴과는 달리 해석 초기부터 11 번째
반복계산까지

최대

및

최소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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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꾸준히

감소하다

최종

반복계산에서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0에 초기의 세
단계와 최종 반복계산 시의 프로펠러 날개형상과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계산 부터 두 번째 반복계산 단계까지는
눈에 띌 정도의 형상의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압력 분포의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후 두 번째 반복계산과 최종 단계에서의 형상은 Figure
27과 28의 결과와 동일하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Figure 31은 각 반복계산 단계 별 해석에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12회의 반복계산을 통하여 최종 수렴하기까지 소요된 총
해석시간은

369초이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유동압력이

반영되어

변형이 시작되는 초기의 대변형에 소요된 해석시간을 제외하면 각
단계별 소요시간은 대략 30초 내외가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1 Convergence test for P5479 (elapsed time for each iter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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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apsed time for each reverse engineering step

(b) cumulative elapsed time for each reverse engineering step

Figure 32 Convergence test for P5479 (elapsed time for reveres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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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운항조건에 따른
부하에 따라 형상이 변하고, 따라서 설계조건에서 원하는 최적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설계를 통한 초기형상 추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Figure 14와 같이 역설계를 위해 앞의 수렴(반복계산)절차에 대한 역설계
반복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Figure 32에 초기형상 추정을 위한 각 역설계 단계별 소요시간 및 누적
소요시간을 나타내었다. 역설계를 위한 수렴 조건 역시 단계별 형상과
목적(설계)형상과의 차이가 직경의 0.01% 이내일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역설계 수렴 단계별 최대 차이를 Figure 33에 나타내었다.

Figure 33 Convergence test for P5479 (maximum displacement for reverse engineering)

Figure 32의 0 번째 계산은 Figure 27부터 Figure 31에 나타낸 초기
변형계산이고, 첫 번째 반복계산부터 최종적으로 수렴이 된 8 번째
반복계산은

이전

단계에서의

계산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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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형상과

목적(설계)

형상과의 차이만큼 역으로 반영하고 수렴시키는 역설계 과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초기변형 계산에는 6분9초(369초)가 소요되었고, 초기
형상추정에 소요된 계산시간은 총 41분48초(2,508초)였으며 8회의 역설계
반복계산 만에 수렴 최대(절대)오차가 직경의 0.01% 이내로 수렴하였다.
수렴성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M-FEM 기반 분할연성 2-way
(iterative) coupled 해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초기형상 추정에 소요되는
40분 내외의 시간 및 추력일치를 통한 성능추정에 소요되는 2회의 단순
수렴계산 시간 12분 내외를 감안하면, 본 검증의 경우와 같이 균일한
물성이 적용된 탄성체 프로펠러 설계 시 1시간 이내에 하나의 설계조건
해석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인 성능(형상) 및 적층에 대한 최적
설계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정상상태 유탄성 해석 검증을 위해 프로펠러 회전속도 909
RPM 및 454 RPM 두 조건에 대한 P5479의 P.O.W. 해석을 수행하였고,
전진비 0.5에서 0.9 영역에 대하여 NSWCCD에서 수행한 모형시험 및
Young[17]의 유탄성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34의 해석결과에서
보듯이 모형시험 결과에 대해 Young[17]의 해석결과 및 본 연구의
해석결과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Young[17]의
계산은 J = 0.5 ~ 0.9 영역에서 추력계수(KT), 토크계수 (KQ) 및 단독효율(ηo)
모두 고르게 모형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에 두 RPM 조건에 대한 각 전진비별 단독효율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와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BEM code를 이용한 해석 오차율이 3%
내외임을 감안하면,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전진비 영역에서 본
연구의 모형시험 대비 추정 효율 오차가 각각 7%와 8%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본 해석에 사용된 BEM code인 KPA14의 해석 정도 검증결과를 첨부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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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높은 전진비에서의 이러한 오차는 이 영역에서 계산된 추력
및 토크의 절대 값이 작아, 이 두 값의 비로 나타나는 효율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날개 끝단의 코드
길이가 유한한 Kaplan타입의 프로펠러 해석 수행 시, 본 연구에서 사용된
BEM code인 KPA14가 이러한 높은 전진비 영역에서 높은 해석 정도를
갖지 못한 것이 이러한 오차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향후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한 점성영향 보정계수의 보완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경우, 선박의 여러 운항조건에
대해서 정상 동작하는 프로펠러의 전진비는 선박의 속도에 상관없이
설계 전진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설계
전진비를 많이 벗어난 영역에서의 해석 오차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설계 적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석의 적용성 확대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추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한편, 변형이 없는 금속 프로펠러의 경우, 운항선속 또는 프로펠러의
회전속도 등 실제의 동작이 다를지라도 전진비가 같은 조건인 경우
유동의

프로펠러

유입각이

같으므로,

날개표면에서의

무차원화된

압력분포가 같고, 따라서 추력계수와 토크계수 그리고 이 둘의 비로
나타나는 성능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에 따른 날개표면에서의 절대 압력 값의 차이와 회전에 기인한
물체력 성분(원심력과 코리올리 힘)에 의해 형상이 변하고 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Figure 34는 이러한 회전의 영향에 따른 성능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충분한 탄성을 갖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경우 동일한 전진비 일지라도 운항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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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PM 909 condition

(b) RPM 454 condition

Figure 34 Comparison of the model test and the BEM-FEM FSI prediction for the
P5479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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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iciency comparison of model test and FSI prediction

RPM=909

RPM=454

J
Exp.

Young

Present

Exp.

Young

Present

0.50

0.588

0.574 (-2%)

0.555 (-5%)

0.560

0.546 (-3%) 0.537 (-4%)

0.66

0.695

0.698 (1%)

0.689 (-1%)

0.673

0.676 (0%)

0.675 (0%)

0.80

0.748

0.754 (1%)

0.765 (2%)

0.737

0.746 (1%)

0.754 (2%)

0.90

0.742

0.757 (2%)

0.806 (8%)

0.747

0.766 (3%)

0.799 (7%)

아래의 Table 6에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하중 중 회전에 의한 물체력
성분인

원심력과

회전속도에서

코리올리의

설계

힘에

전진비(0.6)와

의한

작용

영향비교를

유체역에

909

비해

RPM의

상대적으로

회전영향이 큰 전진비 0.9 조건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에 의한 영향에 비해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이 큰 설계
전진비 영역에서는 이러한 물체력의 영향이 매우 작아 무시할만하나,
높은 전진비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Comparison of rotational body force effects

J

w/ considering rotational body
(centrifugal and Coriolis) forces

w/o considering rotational body
(centrifugal and Coriolis) forces

KT

10KQ

Efficiency

KT

10KQ

Efficiency

0.66

0.2073

0.3153

0.6904

0.2074

0.3153

0.6908

0.90

0.1113

0.1980

0.8051

0.1139

0.1961

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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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보다 정도 높은 유탄성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동 조건에 대하여 회전에 의한 물체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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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프로펠러 비정상상태 천이 해석
프로펠러는 선박의 후류(wake)라는 복잡한 유동장에서 구동된다. 특히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경우 재료적 탄성 특성으로 인해 후류 중 날개의
위치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상이 변하고 이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
특히 피로에 의한 적층박리 등의 위험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날개
위치별

형상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추진성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상태에 대한 유탄성 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물 속에서 거동하는 프로펠러의 탄성 유동에 대한 구조 응답의
경우 유체력(특히 부가저항)에 의한 감쇠영향이 유탄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이를 고려한 접수(接水, „wet‟) 조건에서의 유탄성
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Young[16,17]

및

Motley

등[1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성 거동에 대한 부가저항 등의 영향을 BEM으로
추정하여 구조하중 및 감쇠계수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2장의 3절에서 유도된 바와
같이

이러한

부가저항

성분에

대하여

acoustic

medium을

적용하여

날개면에 직접 압력성분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를
Chen 등[18]의 시험 및 해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프로펠러로는 Chen 등[18]의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복합소재 프로펠러 중 모형시험을 통해 위치별 형상(피치)을 계측(LDV
이용)한 결과가 있으면서 가장 변형량이 커서 계산결과의 검증에 유리한
P5475 프로펠러를 선택하였다. Figure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5475는
P5479와 매우 유사한 계열이며 P5479와 동일한 기본제원(날개수 6개,
직경 610mm)을 가지고 있다. 프로펠러의 단면의 두께분포와 캠버 분포는
P5479와 같은 NACA16과 a = 0.8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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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Geometry of propeller 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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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해석에 적용한 P5475 복합재 구조의 등가 재료 물성치는 E1
= 171.4 GPa, E2 = 9.08 GPa, G12 = 5.29 GPa, ν12 = 0.32 이다.

NSWCCD에서 비정상유동 중 탄성거동을 계측하기 위해 모형시험 시
유동변화에 대한 응답을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주기 반류 재현을
위한 반류망(wake screen)을 적용하였다. 시험 시 터널내부의 평균유속은
5.03 m/s 이고 LDV를 이용하여 계측된 유속분포는 Figure 36의 붉은색
점선과 같다. 시험 중 10도와 55도 2군데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치변화를 계측하였다. 참고로 날개의 위치는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보았을 때 프로펠러 회전 축의 직 상방(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주날개의
기준선(generator line)이 회전방향으로 위치하는 각도이다. 프로펠러의
구동 RPM은 750이고 이 조건에서 계측된 변형 전 형상에 대한 날개
끝단부 피치각에 대한 각 날개위치에서의 피치각 차이를 아래 그림의
붉은색 사각형 심볼에 표시하였다. 동일조건에 대하여 Chen 등[18]이
VLM-FEM FSI방법으로 계산한 결과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해석법으로
구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적용된 반류는 Figure 36의
푸른색 실선에서와 같이 시험에서 계측된 유속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유체역학적 부가저항으로 인한 감쇠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재료
감쇠영향만을 고려한 해석결과를 검은색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참고로
해석은 청수조건인 ρ= 999 kg/m3, bulk modulus(Kf) = 2.15 GPa에서 수행
되었다.

평균 변형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연구로 도출된 해석법이 VLMFEM FSI해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석의
위상이 계측 값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wake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시험에 비해 유속변화에 대한 응답이 빠른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합재 프로펠러의 반류 중 비정상상태 FSI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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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Inflow measured by LDV (NSWCCD) and applied to FSI analysis (present)

Figure 37 Pitch change for P5475 (measured, predicted by Chen et al.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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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이 보다 엄밀한 성능추정 및 구조 안전성평가에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정상상태 천이해석이 급격한 유동조건에
대하여 평균 변형량 및 변형폭 추정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Figure

38에

반류

중

주날개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크의

변화양상에 대한 해석결과를 Chen 등[18]이 P5475에 대하여 동일 조건,
즉 J = 0.66 및 RPM = 750 의 균일류 중에서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38 Thrust coefficient and torque coefficient for key blade of P5475 (present)

Figure 37과 Figure 38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반류 중 비정상 유동조건에서의 날개형상변화뿐 아니라
성능 추정 면에서도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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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동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고유모드 해석
구조물이 외부로부터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을 받는 경우, 진동
이라는 동적 응답을 한다. 이 때 구조물의 질량, 강성 등 고유한 특성에
따라 진동하는 모양과 진동수가 정해진다. 이 구조물이 자유 진동하는
여러 모양을 모드형상(mode shape) 또는 고유모드(natural mode) 라고 하며,
각 모드의 진동수 혹은 주파수를 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라고 한다. 이
고유모드와 고유진동수는 구조물의 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그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고유모드와
고유진동수를 구하는 해석과정을 고유치 해석(eigenvalue analysis) 혹은
고유모드 해석(modal analysis)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고유모드 해석을 통해
구한 각 고유진동수에 대한 모드형상을 선형 중첩하여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모드중첩법(mode-superposition method)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연성의 영향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47)을
이용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임의의 변수 ψ  p /  2 를 도입하고
유체-구조 연성을 제외한 작용하중( Fs )이 0인 자유진동으로 가정하면, 식
(47)은 다음의 대칭성을 갖는 고유치 문제(symmetric eigenvalue problem)로
유도가 가능하다.

 K s

  Sfs
 0


STfs
M f
K

T
f

0 
M s

2 
Kf     0
0 
 0

0    d  0 
   
0 0    p   0 
0 K f   ψ  0 
0

(48)

여기서  는 구성된 유체-구조 연성 연립방정식의 고유치이고, 각 고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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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식(48)을 만족하는 벡터 { d p ψ }가 고유벡터이다. 이렇게
유도된 연립방정식 (48)은 Abaqus의 Lanczos eigensolver를 이용하여 풀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탄성 해석 방법의 검증 및 동적 안정성
평가로의 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해, P5479 프로펠러가 909 RPM으로
회전할

때의

고유진동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체

부가저항

등

유체동역학적 감쇠에 기인한 고유진동수 변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날개에 작용하는 유동하중과 회전에 의한 물체력, 즉 원심력과 코리올리
힘만을 고려한 비접수(非接水, „dry‟) 조건과 유체동역학적 감쇠영향까지
모두 고려한 접수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각 모드 별 진동수를
Young[17]의 계측(접수 조건의 모드1) 및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Figure
39)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Young[17]의 해석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의
경향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Young[17]의 해석결과 대비 본
연구의 결과가 비접수 조건에서는 다소 작게, 접수 조건에서는 모드5를
제외하고는 다소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결과가 있는 접수
조건의 모드1과의 비교결과, Young[17]의 유탄성 해석결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탄성 해석기법을 통해 계산된 결과가 공히 계측 값에 비하여
다소 낮은 80 Hz 정도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시험과의 차이는 해석의 오차뿐 아니라 실제 시험에 사용된 모형과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형상 및 재질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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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y‟ condition

(b) „wet‟ condition

Figure 39 Natural frequen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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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동적 안정성 평가를 위해,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주기적 교란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의 주요인자인 BPF와의 각
모드 주파수 별 공진(resonance)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상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909 RPM이고, 날개수가 6개임을 감안하면, 이
프로펠러의 BPF는 91 Hz가 된다. 즉 이는 접수 조건의 모드1의 진동수와
상당히 유사한 영역이고, 따라서 대상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경우, 설계
회전속도에서 BPF와의 공진으로 인한 진동 및 명음(propeller singing) 등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해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체동력학적 감쇠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접수 조건의 경우
계산된 고유진동수가 접수 조건 대비 2배 정도 임을 감안할 때, 비접수
조건으로 계산된 결과로는 이러한 낮은 주파수대의 공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BPF 뿐 아니라 선체의 고유진동수가 매우 낮은
주파수 영역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동적
안정성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

떨림에

대한

부가저항

등의

감쇠영향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본 절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드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뿐 만
아니라 모드형상 또는 고유모드를 도출할 수 있다. 즉 각 모드 별
고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의 변위( d )가 진동하는 구조물의 고유모드가
된다.

즉

고유모드는

구조물이

어떤

고유진동수로

진동할

때,

그

구조물이 떨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모드형상에 대한 예로써 다음의
그림에 1점 지지된 외팔보(cantilever beam)의 모드1, 2 및 3에 대한 예를
나타내었다. Figure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팔보의 고유 모드형상은
고정 지지점을 포함하여 각 모드와 같은 수의 절점(y = 0)을 가진다.
외팔보는 각 모드별 고유진동수에 대하여 이러한 절점들을 고정점으로
횡 방향으로의 변형이 시간에 따라 반복하는 형태를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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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First 3 modes of cantilever beam

그러나 프로펠러의 경우, 외팔보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각 모드별 진동수에 대한 모드형상이 외팔보에서와 같이
간단한 1차원적 거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프로펠러 날개는 3차원의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각 모드 별 변형이 굽힙, 비틀림 또는
굽힘과 비틀림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의
결과 중 접수 조건에서의 각 모드별 모드형상을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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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ure 41 Mode shapes for P5479 at ‘w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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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복합소재 적층 모델링

제 1 절 복합소재 프로펠러 날개 내부 구조 및 모델링
Chen 등[18]의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확인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복
합소재 프로펠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각 크기와 형상이 모두 다른
수십 혹은 수백 장의 ply라 불리는 복합재 시트를 적층(stack)하여 제작한
다.

Figure 42 Ply stacking of composite propeller blade [18]

그러나 ply 각각이 가지는 이방성의 재료적 성질(anisotropic material
property)뿐 아니라, 이 ply를 이용한 다양한 적층 조합에 따라 구조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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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모두 달라지므로 이러한 복합소재 프로펠러 날개에 대한 구조해석
은 이와 같은 내부 적층 구조를 고려한 해석모델을 필요로 한다.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한 구조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날개를 구성하는
복합재 내부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일정 두께의 표피(skin) 구조와 일정 하중을 지지하면서 비워진
내부를 채워주기 위해 구성되는 심(core) 구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표피와 심이 동일 재질로 구성되는 구조로 구성되기도 한다. 여기에 복합
재의 모재 간 접합부 공간을 충전하기 위한 레진포켓(resin pocket) 및 표
피재질 보호 및 침습을 막기 위한 외부 코팅의 구조가 포함된다.

Figure 43 Inner structure of the composite propeller blad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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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합재 날개의 단면 구조의 단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그
림과 같다.

Figure 44 Schematic diagram of the ply section

복합소재를 적용한 프로펠러 날개의 경우, Figure 42, Figure 43 그리고
Figure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y 적층 단면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마치 양파 혹은 꽃봉오리와 같은 층(layer)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합소재
프로펠러 날개의 복잡한 내부 적층 구조를 brick 요소를 사용하고 직접
모델링 하여 유탄성 해석을 수행할 경우, 복합재의 적층형태를 그대로 모
델링에 반영하여 높은 정도의 구조해석 수행이 가능하나, 요소 수 증가에
따른 방대한 해석시간뿐 아니라 3차원 날개 단면을 고려한 구조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개발단계에서 해석수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
히 최적화를 위한 요소 모델링 자동화가 힘들어 본 연구의 목적인 프로
펠러 설계(형상/적층) 최적화에 부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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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Layer modeling of real finite element model

따라서 기존의 경우, 해석 및 모델링의 편의성을 위해 실재의 형상과는
달리 날개의 부위에 상관 없이 동일한 적층 개수를 적용하면서 두께 방
향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layer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6)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
모델을 비례 적층모델(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PLM)으로 명기한다.

Figure 46 Layer modeling of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former research)

그러나 이 경우, 다음의 Figure 47에서와 같이 날개 끝단에서의 물성치
뿐 아니라 전체적인 표피와 심의 구조 분포에 대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
어, 보다 쉬운 방법으로 Figure 44와 같은 실제 적층 특성에 대한 모델링
이 가능하면서 엄밀한 해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석모델의 적용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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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a) real composite layer geometry

(b)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Figure 47 Comparison between (a) the real composite layer geometry and (b)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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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층 근사모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용적인 F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요소 모델링에 실제 적층과 같은 적층 물성치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solid 모델의 3차원 형상
구조를 가지면서 두께 방향으로 물성치를 비례적으로 부여 가능한
Abaqus의 3차원 8절점 continuum shell 요소(SC8R)를 적용하였다. 즉
continuum shell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요소에 하나의 복합재 층을
가지면서 하나의 재료 물성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요소에 대하여 여러 층(multi-layer)의 재료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구조 모델링과 적층 영향의 반영을 분리하여
복잡한 프로펠러 날개형상에 대하여 모델링을 단순화 하여 최적화를
위한 요소 모델링을 자동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
모델을 적층 근사모델(simple ply stack model)로 정의하고, 적용을 위해
모든 적층의 수, 패턴, 재료 등에 대하여 동일하도록 구조 요소를 두께
방향으로 4개의 층을 갖도록 단순화하여 구성하였다. 이런 형태의 구조
모델의 경우, 앞 정에서 언급한 비례 적층모델과 동일한 형태와 개수의
요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층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어, 해석시간의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형상/적층

변경을

반영하는

프로펠러

설계

최적화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다음의 Figure 48에 테이퍼(taper)된 외팔보(cantilever beam) 단면에
대하여 적용된 단순 구조모델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와 비교를 위하여
두께 반폭방향으로 3개 층의 표피와 5개 층의 심으로 구성된 적층
구조를 가지며, 각 요소별로 하나의 구조 물성을 반영하는 실재 구조해석
모델(real FE model)을 Figure 49에 나타내었다. 적층 복합재의 물성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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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화 된 구조요소에 반영하기 위하여 Figure 48에서와 같이 구조요소
중 가운데 두 개의 요소 층을 „내부‟(internal)로 나머지 날개 바깥 면의
요소 층을 „외부‟ (external)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실재 구조해석 모델과
적층 근사모델 적용을 위한 4층 구조의 단순 구조 모델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다음의 Figure 50에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단순요소 모델의
요소를 5가지의 종류로 분류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ure 51)

Layer1
Layer2
Layer3
.
.
.

SC8R

Layer7
Layer8

Internal
External

Figure 48 Simplified element model

Figure 49 Real FE element model with skin and co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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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0 Comparison between real FE model and simplified element model

external element type
internal element type

element type 1
element type 2
element type 3 element type 4

element type 5

Figure 51 5 types of elements for simple stack model

Figure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소는 위치 및 구성비에 따라
외부와 내부요소로 나뉘고 구성비에 따라 심 단독, 표피와 심의 복합
또는 표피 단독의 3가지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Figure 51의 element type 1과 element type 2는 외부요소이고 element type 3,
element type 4 그리고 element type 5는 내부요소이다. 외부요소는 다시
표피와 심의 복합 구조요소(element type 1)와 표피 단독 구조요소(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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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로 나뉘고, 내부요소는 심 단독(element type 3), 표피와 심 복합
(element type 4) 또는 표피 단독(element type 5) 구조요소로 나뉜다.
표피와 심에 사용될 각각의 복합재의 두께, 적층 수와 방법 그리고
물성치가 결정되면, 이렇게 분류된 요소들의 두께에 대하여 각 요소에
사용되는 복합재의 물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요소의 평균두께가 2.4
mm이고 표피와 심이 혼재하는 외부요소가 있다고 가정하자. 사용되는
복합재의 두께가 모두 0.6mm이고 바깥 면에서부터 표피가 30, 0, -30,
심이 30인 총 4장의 적층구조로 구성된 element type 1의 요소라고 하면,
*SHELL SECTION,ELSET=EL0001,COMPOSITE,ORIENTATION=ORI
**ELEMENT AVG THICKNESS=

.0024000

0.0006,3,SKIN,30
0.0006,3,SKIN,0
0.0006,3,SKIN,-30
0.0006,3,CORE,30
**NUMBER OF SKIN PLY=3
**NUMBER OF CORE PLY=1
**ELEMENT TYPE= 1

과 같이 Abaqus 입력파일에 해당 요소에 대한 적층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입력의 첫 번째 줄은 해당 요소의 이름이 EL0001이고 복합재의
파라미터를 적용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와 일곱 번째 이후의
**는 입력파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주석이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 까지 적층에 적용되는 요소의 lay-up을 입력한다. 이 입력
데이터는 순서대로 복합재의 두께, 적분점의 수, 입력파일에 미리 선언된
재료 물성치의 이름 그리고 적층 각도(degree)를 나타낸다. 참고로 상기
예의 경우 입력파일의 가독성 향상 및 혼란의 방지를 위해 각 복합재의
두께를 합하면 요소의 평균 두께와 같도록 작성하였으나, 이 두 값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복합재를 누적한 두께에 대한 각 복합재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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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평균두께에 대한 비율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에 element type 5, 즉 내부의 요소이면서
표피의 요소로만 구성된 Abaqus 입력의 예를 나타내었다.
*SHELL SECTION,ELSET=EL0101,COMPOSITE,ORIENTATION=ORI
**ELEMENT AVG THICKNESS=

.0010000

0.0006,3,SKIN,30
0.0004,3,SKIN,0
**NUMBER OF SKIN PLY=2
**NUMBER OF CORE PLY=0
**ELEMENT TYPE= 5

이러한

테이퍼

외팔보의

근사

적층방법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

프로펠러 날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복합소재
프로펠러 날개에 대한 근사 적층모델로 정의하였다.

Figure 52 Simplified composite propeller blad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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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방향으로 4개의 층으로 구성되며 요소형태에 따라 5종으로 구분
짓는 적층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 날개를 구성하면
Figure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53에 프로펠러 날개 형상으로의 적층 근사모델의 적용 예를 두
가지 표피두께(0.8mm 및 2mm)에 대한 각 요소그룹의 구성 차이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Skin
thick.
[mm]

Element group
Full mesh

External
: skin

External
: skin+core

Internal
: skin

Internal
: skin+core

Internal
: core

0.8

Max. Tip thick.=
3.8mm

2
Max. root thick.
=25mm

Figure 53 Example of element group geometry comparing with sk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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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층 근사모델 해석 정도 검증
적층 근사모델의 복합소재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 적용을 위한 정도
검증을 위하여 ply 경사(drop-off)구조 및 이에 따른 레진포켓이 반영된
실제 적층 구조를 재현한 테이퍼 외팔보 형상의 real FE 모델(solid model,
C3D6 및 C3D8의 조합)과 적층 근사모델에 대한 비교 해석을 수행하였다.
테이퍼 외팔보에 대한 real FE 모델 및 적층 근사모델의 단면 요소형상은
다음과 같다.

(a) real FE model

(b) simple ply stack model

Figure 54 Comparison of a tapered cantilever beam between (a) the real FE model and
(b) simple ply stack model

Real FE 모델과 적층 근사모델에 적용된 적층 복합재 재질 및 real FE
모델에 적용된 레진 재질은 다음의 표와 같다. 참고로 적층 배열 각도는
복합재 시트(sheet) 당 두 겹의 [0 / 60 / -60 / 90] 배열을 적용하였고, 각
복합재 시트의 두께는 0.5mm, 고정단(root) 부분의 두께는 18mm(36장의
root부 sheet)이고 심은 없는(coreless) 구조이다. 빔 구조의 테이퍼 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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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o 이고 너비는 30mm이다. 굽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빔 구조 윗면에
10 MPa의 압력이 고르게 작용하는 경우와 굽힘-비틀림 특성 비교를
위하여 윗면 폭 방향 절반에 5 MPa의 압력이 고르게 작용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각 구조모델을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적층
배열각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 장의 2절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Table 7 Material properties of ply and resin

USN150 (Skin and Core, Ply)
E11 (MPa)

131,600

XT (MPa)

2,000

E22 (MPa)

8,200

XC (MPa)

-1,400

ν12

0.281

YT (MPa)

61

G12 (MPa)

4,500

YC (MPa)

-130

G13 (MPa)

4,500

S (MPa)

G23 (MPa)

4,500

70

Epoxy (Resin Pocket)
E (MPa)

3,900

XT (MPa)

72.4

ν

0.35

S (MPa)

36.2

두 요소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를 다음의 Figure 56에 나타내었다. 굽힘
하중만을 작용한 경우, 두 해석모델의 끝단부 변위는 각각 25.89mm와
26.30mm로 1.7%, 1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복합소재가 파손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인 파손지수(Tsai-Hill Failure Index)에서는 3.42와 3.33으로
2.6%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제 프로펠러 날개의 변형 거동에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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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하중조건인 굽힘-비틀림(프로펠러의 레이크-피치 변화) 조건에
대해서는 끝단부 중심위치의 변위는 6.89mm와 6.94mm로 0.7%, 비틀림
각은 1.64º와 1.59º로 3%의 차이를 파손지수에서는 0.9와 0.95로 5.5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모든 해석 결과에서 적층근사모델이 real FE 모델과 비교하여 적은
차이를 보이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굽힘-비틀림 하중
조건에서 복합소재가 취약한 박리(de-lamination)의 척도인 파손지수에서는
5.5% 정도의 오차를 보였는데, 이는 실제보다는 과도하게 크게 모델링
된 레진포켓 유무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유탄성해석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변위의 해석 결과가 유체력 추정의
오차율 수준으로 근사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적층근사모델이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유탄성 해석 적용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0/60/-60/90]

[0/60/-60]

[0/60]

Figure 55 Ply structure of the simple ply st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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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5.89 mm

26.30 mm

3.42

3.33

1.64 deg. / 6.89 mm

1.59 deg. / 6.94 mm

0.90

0.95

Max. Tsai-Hill Failure Index

Max. Deform Value

Simple ply stack model

Twist Angle at Tip /
Max. Deform Value
Max. Tsai-Hill Failure Index

Bending Deformation
Bend-twisting Deformation

Real FE model

Figure 56 Comparison of structural analysis between the real FE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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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교한 비교를 위해 두 해석모델에 대한 모드분석을 수행하였고
추정된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각각 Figure 57과 58에 나타내었다.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테이퍼 외팔보에 작용하는 균일한 하중에 대한
굽힘응답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는 불균일한 하중에 따른 굽힘-비틀림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해석모델간의 좀 더 엄밀한 비교, 검토를 위하여
각 구조 모델에 대하여 비틀림 모드를 포함한 모드해석을 수행하고
모드별 고유진동수를 Figure 57에, 모드별 형상을 Figure 58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Figure 57 Natural frequency comparison between the real FE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Figure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드1, 모드2, 모드5는 각각 수평굽힘,
수직굽힘 및 비틀림 거동의 첫 번째 모드를 나타내고 모드3과 4는
수평과 수직굽힘의 두 번째 모드를 나타낸다. 모드1에서 모드5까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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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Real FE model

Simple ply stack model

1

2

3

4

5

Figure 58 Mode shapes for the real FE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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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별 고유진동수의 차이는 각각 0%, 1%, -2%, 5%, -2%로 계산되었고,
특히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서 지배적인 첫 번째 모드들의 경우 모두 3%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어 적층근사모델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손상위험도해석(failure risk analysis)을 위해서는 해석
간의 비교가 아니라 모형시험과의 비교 검증이 후속연구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팔보 형상에 대한 real FE 모델과의 비교결과, 적층 근사모델이
적층에 따른 변형을 고려한 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 최적화에서 적용
가능할 정도의 해석 정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소재 프로펠러 최적화를 위한 모델링의
편의성으로 인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비례 적층모델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적층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해석결과에
대한 왜곡이 우려되고, 이에 P5479 형상의 복합소재 프로펠러에 대하여
Young[17]이 적용한 균일한 물성이 아닌 실제와 유사하게 표피와 심으로
구분된 가상의 적층 물성을 반영하고 기존연구에서 적용되었던 비례
적층모델과의

해석결과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층

근사모델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의 Table 8에 적층 모델간
비교를 위해 P5479 프로펠러에 적용한 표피 및 심에 대한 구조물성을
나타내었다. 참고로 심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폼(foam) 강성은 E = 70 MPa
정도이나 이를 적용했을 때 기존 연구의 비례 적층모델에서 날개
끝단부에서 표피와 심의 물성 차이에 의한 수렴성 문제로 10배 가량(750
MPa) 증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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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terial property of CFRP skin and foam core of P5479

CFRP skin

Foam core

ρ

1,500

E1

138,900 MPa

E2

10,020 MPa

ν12

0.3

ρ

60

E

750 MPa

ν

0.3

G12
G23

5,700 MPa

G13

Figure 59에 비례 적층모델과 적층 근사모델에 대한 프로펠러 날개
루트(root)부 단면 및 측면에서의 심과 표피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ure 59
(a)의 루트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은 전체 단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따라서 두께의 0.25배에 해당하는 표피가 루트부부터 날개
끝단까지 심의 위/아래로 분포하도록 모델링하였다. 적층 근사모델은
비례 적층모델의 필렛부를 제외한 전체 표피두께의 평균인 2.5mm의
두께로 모델링하였고, Figure 59 (b) 루트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격자의 크기에 따라서 표피만으로 구성된 격자, 심으로만 구성된 격자
그리고

심과

적층모델은

표피가
모든

날개

공존하는

격자로

단면에서

나뉘어

두께의

모델링되었다.

절반이

심으로

비례

구성되어

있으므로, 날개의 측면 전체에 심이 분포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적층
근사모델은 실재 복합소재 프로펠러 생산 시 적용되는 적층의 형상과
동일하게 단면의 두께가 얇은 날개 끝단부에서는 표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Figure 59 (b)의 측면부 그림에서의 붉은 색 영역은 심 또는
심과 표피가 공존하는 요소를 표시하였다. 각 방법에 따라 모델링된
105

프로펠러 날개의 무게는 비례 적층모델과 적층 근사모델 각각 137g과
146g으로 적층 근사모델이 약간 무거웠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표피를 두께 방향으로 평균하여 적용하였으나 비례 적층모델의 경우
날개 끝단부 및 전/후단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표피만으로 구성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차이로 발생되었다.

(a)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b) simple ply stack model

Figure 59 Comparison of layer modeling for P5479 between (a)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b) the simple ply st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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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tch according to iteration

(b) rake according to iteration

Figure 60 Comparison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convergence of pitch and 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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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tch distribution

(b) (total) rake distribution

Figure 61 Comparison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pitch and rak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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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Comparison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convergence of maximum displacement)

Figure 63 Comparison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elaps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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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에

비례

적층모델과

적층

근사모델의

반복계산에

따른

피치/레이크 변화에 대한 수렴성을 비교하여 나타내었고 Figure 61에 변형
전 초기형상과 최종변형 형상을 비교하였으며, Figure 62에 각 반복계산
step에서의 최대변형을 나타내었다. 모든 요소의 변형이 직경의 0.01%
이내로 될 때를 수렴하였다고 보고, 비례 적층모델은 21회의 반복계산
후에 수렴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층 근사모델은 14회의 반복계산
후에 수렴하였다. 최종 수렴된 평균 피치비는 비례 적층모델과 적층
근사모델 각각 0.6361과 0.6507로 적층 근사모델이 2.3% 가량 크고, 평균
(총)레이크비는 0.0554와 0.0543으로 비례 적층모델이 2.2% 가량 크다.
변형 전 초기형상의 피치비와 레이크비는 각각 0.8212와 0.0835로 비례
적층모델은 피치비와 레이크비에 대하여 초기형상대비 각각 -23%와 -34%
변하였고 적층 근사모델은 각각 -21%와 -35%로 변해서, 총 변형량의
경우 평균 피치비 기준 비례 적층모델이 1.8%, 평균 레이크비 기준 적층
근사모델이 1.3% 더 크다(Figure 6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례 적층모델의 경우 강성이 극히 낮은 심이
날개 끝단부의 구조강도에 대한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해석 수렴성이
급격히 나빠졌고, 따라서 반복계산 초기 대변형 시 구조 변형해석이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인위적인 강성 조절(10배 가량 증가)을 통해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절된 강성을 적층
근사모델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63은 각 해석모델에 따른 반복계산 step별 해석시간을 나타낸다.
해석초기 대변형이 이루어지는 2번의 step에서는 구조모델의 차이로 인해
비례 적층모델의 수렴시간이 더 길고 수렴을 위해 수행되는 그 이후의
step에서는 10% 정도(평균 44.0초/48.4초) 적층 근사모델의 해석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수렴을 위한 반복계산 회수의 차이로 인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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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시간은 비례 적층모델이 약 18분(1,059.9초), 적층 근사모델이 약
12분(728.4초) 정도로 소요되어 전체 계산시간은 적층 근사모델이 비례
적층모델의 2/3 수준에서 해석이 완료되었다. 즉 비례 적층모델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비록 단위해석 시간은 짧으나 오히려 취약한 수렴성의
문제로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실제 프로펠러에는 반영할 수 없는 형상임을 해석으로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였다.

Table 9 Maximum and minimum pressure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Max. pressure (Pa)

Min. pressure (Pa)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35,840

-64,710

Simple ply stack model

36,478

-69,599

(a)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b) simple ply stack model

Figure 64 Comparison of the proportional lamination model and the simple ply stack
model (press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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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에 최종 수렴 후의 해석모델 별 최대/최소 동압력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 크기는 비례 적층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작게 계산되며, 이는 날개 앞, 뒷면의 압력 차이(양력)를 발생시키는
피치의 변형이 더 유연한 비례 적층모델이 더 적은 부하가 작용도록
하는 형상(작은 입사각)으로 변형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참고로
Figure 64에 두 구조모델에 대한 압력분포 및 최종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비례 적층모델과 적층 근사모델이 적용된 P5479프로펠러 형상에 대한
유탄성해석결과, 두 해석 모델간의 변위(굽힘 및 비틀림)의 차이는 2%
내외로 앞서 테이퍼 빔을 적용한 real FE 모델과 적층 근사모델간의
하중에 따른 구조 변형 오차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비례 적층모델은 실제 심과 표피의 구성형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특히 날개 끝단부) 모델링의 한계로 인해 해석의 수렴성에 문제가
있었고, 동일한 문제 때문에 실제 프로펠러에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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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적층 모델의 적용
5장에서 제시된 적층 근사모델을 선박 프로펠러에 적용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적층 패턴에 따른 유연성 차이 확인을 위해 해석 결과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상상태 해석을 이용한 초기형상 추정 역설계
방법의 타당성 검토 및 적층 변화에 따른 설계 외 조건에서의 거동과 성
능 차이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제 1 절 대상 프로펠러 및 선형
선박 및 프로펠러 수치해석의 검증용으로 공개된 한국해양연구원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 Ocean Engineering,
KRISO)의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벤치마크 선박(대형유조선)인 KVLCC용
프로펠러 KP458을 대상으로 개발된 적층 근사모델 해석기법을 적용하였
다.

다음의 Figure 65 및 Table 10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KP458의 프로펠러
도면 및 기본 제원을 나타내었다.[42] 실제 운항조건에 맞도록 프로펠러
유동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KP458 프로펠러가 장착된 모형시험결과를
이용하여 해석 조건을 정의하였다. 대상선으로는 두 종의 KVLCC 중
KVLCC2 선형이 사용되었으며, 이 선형의 기본 제원 및 현대중공업㈜ 선
박연구소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운항조건(설계
및 설계 외 조건) 은 다음의 Table 11 및 Table 12와 같다. 해석은 실선척
도(full scale), 해수조건(ρ= 1025 kg/m3, bulk modulus(Kf) = 2.34 GPa)에서 수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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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Drawing of K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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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Geometric details of KP458

Diameter, D (m)

9.86

Hub ratio

0.1550

P/D at blade root

0.5765

P/D at r = 0.7R

0.7212

P/D at blade tip

0.6510

(P/D)mean

0.6900

Expanded Area Ratio, EAR

0.431

No. of blades, Z

4

Tip skew angle,  (degree)

16.75

Tip rake (mm)

0.0

Table 11 Geometric particulars of KVLCC2

Design draft
LBP (m)

320.0

B (m)

58.0

D (m)

30.0

LWL (m)

325.5

Tf (m)

20.8

Tm (m)

20.8

Ta (m)

20.8

▽(m3)

312622.0

S (m2)

27194.0

LCB (m)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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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sign and off-design operating conditions of KVLCC2

Design condition

Off-design condition

Ship speed (knots)

16.73

12.50

RPM

78.00

58.22

wM

0.423

0.436

wS

0.344

0.349

JS

0.671

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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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용 복합재 및 적층 패턴
소재 재질조합을 제외한 단순 적층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ply 적층 모델링 파라미터를 정의하였다.

-

적층각 (stack angle, θ)

-

방위각 (orientation angle, )

-

대칭/비대칭 (symmetric / asymmetric) 적층 구조

이

적층

모델링

파라미터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평균면(mean-line

surface)과 중심선(center line)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형상정의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구성되는

평균면은
면으로,

프로펠러
캠버가

각
정의된

단면(section)의
단면이

평균선(mean-line)으로

적용된

프로펠러인

경우

평균캠버면과 같으며, 복합소재 프로펠러 생산 시 제작의 기준이 되는
면이다. 또한 중심선은 각 단면의 평균선의 중점을 연결한 선으로 평균면
상에서 ply 방위각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선이다. (Figure 66)

적층각은 말 그대로 각 ply를 조합하여 적층할 때 각 ply 간의 각도를
의미한다. 통상 [±θ / 0]n, [±θ1 / ±θ2 / ∙∙∙ / 0]n 혹은 [θ1 / θ2 / ∙∙∙ / 0]n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의 아래첨자 n은 하나의 단면을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ply 조합의 누적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 / 0]6 은 +30, -30, 0
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ply를 6겹 적층하여 단면을 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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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Definition of the mean-line (surface) and center line

Figure 67 Definition of the orientation ang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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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은 이러한 적층조합으로 구성되는 복합재 시트를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시킨 양을 나타내며, 비등방성 재질의 경우 이 각도에 따른
변형응답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67에 중심선에 대한
복합재 ply의 방위각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대칭/비대칭 적층의 구조는 동일한 적층각 조합을 이용할
경우에도 적층의 순서에 따라 평균면을 기준으로 대칭 혹은 비대칭으로
나뉠 수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그림에 ply 조합 [±θ
/ 0]에 대한 대칭과 비대칭의 예를 도시하였다.

+
mean –
line
surface

-
0
0
-
+

(a) symmetric
+
mean line
surface

-
0

+
-
0

(b) asymmetric

Figure 68 Example of symmetricity

본 연구에서는 KP458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복합재 적층을 구현하기
위하여 표피와 심의 구분 없이 한국카본의 HCW6019 CFRP (E1 = 117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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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7.8 GPa) 단일 소재를 적용하였다. 적층 방법에 따른 변형거동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다음의 세 조건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동일한 소재의
복합재를 이용한 프로펠러의 적층 방법에 따른 유탄성 거동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able 13 Description of the comparison conditions for the ply stacking sequences

Type I
(a60-p30-s)
Ply angle (deg.)

Type II
(a30-p30-as)

[±60 / 0]n

Orientation angle

Type III
(a30-m30-as)

[±30 / 0]n
+30deg.

-30deg.

Semmetricity

Symmetric

Asymmetric

Characteristic*

Quasi-isotropic
(E1=E2≒45 GPa)

In-plane orthotropic
(E1≠E2)

* NAB : Homogeneous isotropic (E = 124 GPa)

적층각 [±60 / 0]n으로 구성된 복합재 시트는 각 ply를 60 간격으로
배치하여 마치 등방성 재질을 갖도록 이방성 ply를 조합한 것으로
준등방성(quasi-isotropic)의 특징을 갖는다. 반면 적층각 [±30 / 0]n으로
구성된 시트는 각 ply의 간격이 각각 30, 120, 30의 부등간격으로
적층되어 평면상에서 직교이방성(in-plane orthotrophic)의 특징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Type I 조건에서는 이러한 준등방성 조합의 적층에 대칭으로
날개를 구성하여 이와는 달리 시트면 상에서 직교이방성 재질을 갖도록
적층한 시트를 비대칭으로 구성한 Type II 조건과 유탄성 거동양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직교이방성의 성질을 가지면서 방위각을 달리한
조건 Type II 조건과 Type III의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 해석 비교를 통해
방위각 차이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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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상상태 해석을 통한 초기형상 추정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작용하중에

대하여

변형하기

때문에

같은

제작형상을 가지더라도 소재의 재질, 적층의 방법 등에 따라 설계 및
설계

외

운항조건에서의

형상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설계 조건에서 최적화된 설계 형상을 따르도록 변형을
고려한 초기 형상설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장현길 등[25,26]).
따라서 설계 운항조건에서 KP458의 형상을 가지도록 세 가지의 적층
조건에

대한

각각의

초기형상

추정을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정상상태해석을 이용한 역설계 프로세스(Figure 14 참조)에 따라 수행
하였다.

Figure 69 Nominal wake of the KVLCC2 at propeller plane (fiel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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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0 Nominal wake of the KVLCC2 at propeller plane

대상선인 KVLCC2의 설계조건에서의 공칭반류(nominal wake) 분포는
다음의 Figure 69 및 Figure 70과 같다. Figure 70에서 계측된 공칭반류를
프로펠러 날개 위치(각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반류분포는
선미유동과 프로펠러의 상호 작용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BEM을
이용한 프로펠러 경계치 문제를 풀기 위한 입사유동조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ang[43]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효반류(effective wake)를 추정하였다.
다음의 Figure 71에서 추정된 유효반류를 날개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없이 프로펠러 평면에서 계측된
유속분포(공칭반류)가 유효반류 추정에 의해 프로펠러에 의해 가속된
영향을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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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Effective wake of the KVLCC2 at propeller plane

본 장 1절의 Table 12에 나타낸 설계운항조건에서 KP458의 원래 형상을
갖도록 하는 각 적층 조건의 복합재 프로펠러에 대한 초기형상 추정
결과를 다음의 Table 14에 나타내었으며, Figure 72, Figure 73 그리고 Figure
74에 날개 반경별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상상태
해석의 결과를 이용한 추정결과이므로 상기 Figure 71의 유효반류를
원주방향으로 평균(circumferential average)한 유동조건에서의 해석결과이다.
이는 실제 프로펠러가 구동하는 유동조건, 즉 반류 중 프로펠러 날개
위치에 따른 유속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이러한 비정상
유동에서의 거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 제시될
실제 유동에서의 거동을 나타내는 비정상상태 천이해석 결과의 평균과
비교를 통하여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고자 하였다. Figure 72 피치분포,
Figure 73 레이크분포 그리고 Figure 74 스큐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조건 모두 초기형상에 차이가 있었다. 준등방성 특징을 갖는 조건에 비해
직교이방성 특성을 갖는 조건의 경우 피치의 변화량이 큼을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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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Geometry of KP458 and predicted initial geometries of each ply stack types

KP458 (target geom.)
r/R

Type I (a60-p30-s)

P/D

x/D

Skew
(deg.)

P/D

x/D

Skew
(deg.)

0.155

0.577

0.000

-2.5

0.577

0.000

-2.5

0.250

0.613

0.000

-4.0

0.613

0.000

-4.0

0.300

0.631

0.000

-4.4

0.632

0.000

-4.4

0.400

0.663

0.000

-4.4

0.667

0.000

-4.5

0.500

0.692

0.000

-3.2

0.700

0.001

-3.3

0.600

0.712

0.000

-0.8

0.728

0.002

-1.0

0.700

0.721

0.000

2.5

0.749

0.003

2.3

0.800

0.716

0.000

6.4

0.760

0.004

6.1

0.900

0.693

0.000

10.8

0.758

0.004

10.4

0.950

0.675

0.000

13.2

0.752

0.005

12.8

1.000

0.651

0.000

16.8

0.744

0.005

16.4

Type II (a30-p30-as)
r/R

Type III (a30-m30-as)

P/D

x/D

Skew
(deg.)

P/D

x/D

Skew
(deg.)

0.155

0.576

0.000

-2.5

0.576

0.000

-2.5

0.250

0.613

0.000

-4.0

0.613

0.000

-4.0

0.300

0.631

0.000

-4.4

0.631

0.000

-4.4

0.400

0.662

0.000

-4.4

0.664

0.000

-4.5

0.500

0.690

0.000

-3.2

0.693

0.001

-3.3

0.600

0.710

0.001

-0.9

0.716

0.001

-1.0

0.700

0.716

0.002

2.3

0.729

0.002

2.3

0.800

0.707

0.003

6.2

0.729

0.004

6.1

0.900

0.673

0.005

10.5

0.712

0.006

10.4

0.950

0.646

0.007

12.9

0.697

0.007

12.8

1.000

0.603

0.009

16.4

0.669

0.00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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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 Pitch distributions of target and initial geome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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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히 방위각이 차이에 따라 초기 피치의 결정 방향이 반대로 나타남
을 Figure 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치가 날개 구조의 비틀림
(twisting) 특성을 대표하고 있고,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강도를 갖는 적층
구조 [±60 / 0]n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방향으로는 높은 강성을 가지면서
횡방향으로는 낮은 강성을 갖는 적층 구조 [±30 / 0]n 의 경우, 동일 하
중조건에서 비틀림의 영향이 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굽힘(bending)의 성질을 대표하는 레이크의 경우 역시
종방향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0 / 0]n 조건이 같은 방위각에서의
[±30 / 0]n 조건에 비해 변형량이 크고, 동일 강성을 갖더라도 방위각이
다른 경우(Type II와 Type III) 역시 차이를 보임을 Figure 7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날개구조의 비틀림을 대표하는 피치나 굽힘을 나타내는 레이크의
변화량에 비해 스큐각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소한 것을 해석결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적층 방법에 따른 변형의
차이는 주로 피치와 레이크의 변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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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비정상상태 해석
복합소재 적층 근사모델이 적용된 KP458프로펠러에 대한 비정상 천이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층의 방법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프로펠러 날개의 변형 양상이 달라지므로, Type I,
Type II 및 Type III에 대하여 설계운항조건에 대한 정상상태해석 기반의
역설계로 추정된 Figure 72의 피치분포, Figure 73의 레이크분포 및 Figure
74의 스큐분포가 서로 다른 초기형상으로 적용되었다. 우선, 적층 방법의
차이에 대한 비정상 거동양상 및 정상상태해석을 이용한 역설계방법의
유용성 파악을 위하여 설계 운항조건(16.73 knots, 78 RPM)에서의 비정상
천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구한 0.95 r/R 위치에서의 피치비,
초기형상과의 피치각 차이 그리고 레이크 (초기형상과의 레이크 차이와
동일)의 프로펠러 날개 위치에 따른 변화 양상을 각각 Figure 75, Figure 76
및 Figure 77에 프로펠러 날개 위치에 따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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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를 살펴보면 피치와 레이크 모두 Figure 71의 유입류 조건
(유효반류)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각 형상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날개 위치에 따른 초기형상 대비
피치 및 레이크 변형의 경우, 세가지 적층조건 모두 서로 다르나 Figure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날개 위치별 절대 피치비, 즉 최종 피치변위는 각
적층 조건에 대해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형에 대한 각 적층 방법별 성능적 차이를 정상상태 해석과
비교하여보면 다음 Figure 78의 추력계수 변화, Figure 79의 토크계수 변화
및 Figure 80의 단독효율 변화와 같다. 날개위치 별 변형양상의 결과와
성능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동일한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적층하여
구성된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날개 위치별 변형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역설계의 기준이 되는 설계 운항조건 에서의 성능 차이는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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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세 적층 조건의 초기형상 및 이에 대한 상대변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절대

피치비

변형량의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고,

프로펠러의 성능에 피치분포가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성능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크의 경우 변형 폭에는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평균을 갖는 형태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고, 레이크의 절대 변형량은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추력, 토크 및 효율 모두 각 날개 위치별로 거의 차이
없이 일치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진효율의 경우 변형이 없는
강체(rigid) 날개조건을 포함한 모든 비정상 해석의 결과, 평균 값의
차이가 ±0.0005 이내로 거의 일치하였다. 이는 정상상태 해석 기반의
초기 형상추정 역설계 기법을 적용한 여러 복합재 프로펠러들에 대해서,
비록 비정상상태 해석 시 적층의 방법에 따른 형상변형의 차이는 있으나,
설계조건에서의 성능차이는 미미하고 따라서 계산 효율 관점에서 이러한
방법의 초기형상 추정이 유용함을 증명해 준다.

다음 단계로 설계조건에서 정반대의 변형양상을 보인 Type II 및 Type
III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적층법에 따른 설계 외 조건에서의 변형 및
성능변화를 확인하였다. 적용된 프로펠러 구동조건은 12.50 knots에 58.22
RPM이고, 선미 후류의 분포, 즉 반류는 설계조건에서 해석에 사용된
추정 유효반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설계조건에서의 피치 및 레이크의
변화는 Figure 75와 Figure 77에서와 같이 서로 유사한 평균 값 부근에서
비교적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나, 설계 외 조건의 경우 위치에 따라
서로 전혀 다른 변형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프로펠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치의 경우, 초기형상으로부터 변형량을 비교(Figure 76과
Figure 82)하여보면 작용 하중이 감소함에 따라 위치에 따른 변형량이
비례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위치에 따른 두 적층 모델의
절대형상의 변화, 즉 변형된 피치비 분포의 경우 서로 분리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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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어 설계 외 조건에서 서로 성능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Figure 84의 추력계수, Figure 85의 토크계수 및 Figure 86의 단독성능에
대한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두 적층 조건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다. 특히
단독효율의 평균이 두 조건에 대하여 차이가 나며, 이는 동일 소재, 동일
적층 순서에 단순히 방위각 만을 변화시켰을 경우의 효율 차이임을
감안하면,

다양한

적층의

조합에

대한

조건에서의 성능향상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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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통하여

설계

외

제 5 절 정상상태 해석을 이용한 적층최적화 타당성 검토
복합소재 적층최적화를 위해서는 앞 절에서 다룬 적층조합 뿐 아니라
적층방위각의 선정도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각

적층

조건에

대한

초기형상을

결정하고

비정상해석을 통하여 최적 조합을 찾기에는 해석시간이 과도하여 실제
최적화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 절의 설계 외 조건에서의 성능
해석(Figure 84, 85 및 8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층조합에 따른 설계 외
조건에서의 성능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BEM code를 이용한
상대 우위의 성능비교를 위해서 정상상태 해석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설계 외 조건의 선속 12.50 knots를 내기 위해서
각 적층조합의 복합재 프로펠러는 동일한 추력을 낸다고 가정하였다. 이
조건에서 강체 프로펠러의 추력계수와 동일한 추력 값을 갖도록 RPM을
변화시켜가며(추력일치, thrust identity) 각 적층조합에 대한 성능 비교점을
찾았다.

다음의 Figure 87은 적층조합 [±60 / 0]n, [±30 / 0]n 및 [±15 / 0]n에
대하여 방위각을 변화시켜가며 추진기 단독효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해석조건(적층 및 방위각조합)에 대하여 design 흘수 조건에서의 초기형상
추정을 수행하고, 이 형상에 대하여 추력일치를 통한 성능 추정을
수행하였다. 추정결과를 볼 때, 적층각이 작을수록 성능의 변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적층각이 60에서 15로 갈수록 적층구조의 직교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서 피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틀림 유연성은
증가하고 레이크의 변화를 나타내는 굽힘 유연성은 감소한다. 즉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피치의 유연성 증가로 인해 작은 적층각의
경우에서 방위각 변화에 다른 성능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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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Figure 87 Comparison of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ply stack angles
and orientation angles at off-design condition

또한 균질등방성(isotropic homogeneous) 특성의 적층각 60의 경우
방위각에 따른 방향성의 영향 없이 고르게 성능향상을 꾀할 수 있고
적층각 30의 경우 방위각 -20 부근에서, 60의 경우 방위각 -30
이하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KVLCC 프로펠러의 경우, HCW6019 CFRP 단일 소재를 적용할
때 적층각 15, 방위각 -30에서 설계 외 조건 추진기 단독효율 3%
이상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설계 외
조건에서의 성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적층각 30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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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이 증가할수록 단독효율이 감소하여, 복합소재 프로펠러 설계 시
정확한 유탄성 해석에 근거한 적층이 이루지지 못할 경우, 설계 외
조건에서는 오히려 금속 프로펠러 대비 효율이 저하 될 수 있어 유탄성
해석 기반의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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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기존의 금속소재 프로펠러와 달리, 구동 중
날개면에 작용하는 압력변화뿐 아니라 회전에 의해 날개에 작용하는
물체력(원심력, 코리올리 힘 등)과 반류 중 „fluttering‟하는 유체 탄성학적
거동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모사하기 어렵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성능추정, 변형 전 초기형상결정 및 강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복합소재 프로펠러
최적화

설계를

위해서

실용적이면서

정확한

성능추정

및

구조

강도평가를 목적으로 BEM-FEM 기반의 프로펠러 날개에 대한 유탄성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 적용을 위하여 유체력 계산 시 선체의 반류, 점성영향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도 높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해석시간 및
자원을 많이 요구하는 CFD-FEM 기반의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법 대신
비교적 높은 해석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시간의 소요가 훨씬 적은
비점성 BEM-FEM 기반의 연성해석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법은
프로펠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해석에 in-house BEM code인
KPA14를 이용하고, 구조 변형해석에 상용 FEM 해석 도구인 Abaqus
Standard를 사용하며, 이

두

해석을 연결하여

전체 유탄성 해석을

진행하는 연계 프로그램(interface code)을 통해 탄성체 프로펠러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천이 상태에 대한 양방향 분할 연성해석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반류 중 프로펠러 날개의 떨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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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유체입자를 가속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부가저항력을 음향학적 유체
매질의 유한요소 모델을 적용하여 날개면에서의 압력과 날개의 구조
변위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성하여 유탄성 해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문헌에 형상 및 시험 결과가 공개된 등이방성 단일소재가
적용된 유연한 탄성체 날개 및 프로펠러에 대한 시험 및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상 및 비정상상태 천이 해석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복합소재 프로펠러 성능 및 적층 최적화를 위해 복합재 적층
모델링의 자동화가 가능하면서도 적층영향이 해석에 반영되어 보다
엄밀한 해석이 가능한 복합소재 적층 근사모델을 도입하였고, 이를 위해
구조요소는 3차원 형상 특징을 구조해석에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요소이면서 복합재의 적층 모델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continuum shell
요소를 적용하였다. 실제 적층의 형상을 그대로 모델링한 soild 요소의
구조모델과

비교

검증을

수행하여

제안한

적층

근사모델의

적용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복합소재 프로펠러 연구에서 모델링의
편의성을 이유로 적용하였던 비례 적층모델과 근사 적층모델에 대하여
복합소재 적층 물성이 반영된 P5479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실재 적층영향을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오히려 우수한 수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선박 및 프로펠러 성능해석 검증용으로 널리 알려진 KRISO
VLCC용 프로펠러인 KP458을 대상으로 적층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CFRP
ply 적층 구조를 적용하고, 적층 순서에 따른 비정상상태에서의 거동
차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상상태 해석을 이용한 역설계
방법을 통한 초기형상 추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합소재를
일반 대형 상선용 프로펠러에 적용함으로써 적층 최적화를 통한 설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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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성능향상의 기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성능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복합재 적층을 반영하여 프로펠러의 초기 성능설계를 위한 충분한
해석의 정도를 확보하면서도 구조모델링과 해석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사 적층모델이 반영된 BEM-FEM 연성해석를 제안하였다. 이 해석법을
이용하여 복합재의 재료, 적층 순서 등 조합에 따라 설계 외 조건에서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를 이용한 최적화 설계 시 설계 외
운항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성능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검증을 위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특히 실제 복합소재 프로펠러 최적화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형과 실선 프로펠러간의 척도영향에 대한
추가 시험 및 이를 활용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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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복합소재 프로펠러의 국내외 개발 현황

A1.1 해외 개발 현황
현재 복합소재 프로펠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앞선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수중함 전문 제작업체인 HDW(Howaldtswerke-Deutsche Werft)는 약
10년 전부터 복합소재 프로펠러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206 Class와 212
Class 총 4척의 수중함에 복합소재 프로펠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6 Class는 전장 48.6m, 전폭 4.6m, 흘수 4.5m 제원의 디젤-전기
추진방식의 잠수함으로 자기기뢰에 접촉될 확률과 자기탐지기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비자기성 선체가 적용되었고, 이와 더불어 CFRP
재질의 프로펠러(Figure 88 (a))가 적용되었다. 206 Class는 독일과 콜롬비아
해군에서

운용되었고,

현재

독일해군

소속의

함정은

모두

퇴역한

상태이다. 한편, 독일해군의 206 Class을 대체할 후속으로 개발된 212
Class는 전장 56m(BATCH-I) / 57.2m(BATCH-II), 전폭 7m, 흘수 6m 제원의
디젤-전기 추진 및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추진방식이 적용된
함정으로 기존 CFRP 재질 대비 감쇠 특성이 더 우수한 아라미드
섬유(aramid fiber) 강화 복합소재 프로펠러(Figure 88 (b))가 적용되어 현재
독일해군 및 이탈리아해군에서 운용 중이다. 이후 HDW는 여러 가지
복합소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형 복합재 프로펠러를 후속 함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4,45,46]

한편, 영국해군은 2004년에 구축함인 Triton호에 프로펠러 공동성능향상
및 소음/진동 저감을 목적으로 복합소재 프로펠러를 적용하였다(Figure 89).
영국의 방산연구단체인 QinetiQ에 의해서 설계된 이 복합소재 프로펠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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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FRP composite propeller for 206 class

(b) Aramid fiber reinforced composite propeller for 212 class

Figure 88 Composite propeller for submarine of H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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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2.9m이며 GE Dowty Propellers의 Smiths Aerospace 파트(첼트넘,
영국)에서 유리 및 탄소섬유 복합소재로 프로펠러의 날개를 제작하였고,
Wartsila Propulsion(네덜란드)에서 NAB재질 허브에 대한 제작 및 조립을
수행하였다.

Figure 89 Composite propeller of Triton, British warship

또한 네덜란드의 복합소재 전문회사인 Airborne[47]은 2010년 네덜란드
해군에 Figure 90과 같은 직경 2.5m의 가변피치(controllerable pithch)
복합소재 프로펠러를 제작, 공급하였다. Airborne에 따르면 복합소재
프로펠러 적용 시 NAB 재질 프로펠러 대비 날개의 변형은 더 크지만
유체역학적 성능 및 캐비테이션 초생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 없이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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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량 감소시켰으며, 선체의 갈바닉 부식을 지연 시키기 위한
음극방식(cathodic protection)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Airborne은 향후 5m(16.2ft.) 직경의 프로펠러에 복합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Figure 90 Composite propeller manufactured by Airborne for Netherland navy

일본의 나카시마 프로펠러사(Nakashima Propeller Co. Ltd.)는 2009년부터
동경대, 일본선급(NK) 등과 공동으로 상선용 복합재 프로펠러 개발을
위해 실험실 스케일의 모형 프로펠러를 제작하여 여러 특성을 시험한 후
어선에 부착하여 실선 테스트를 수행하였다.[48] 이런 경험을 토대로
2014년에

오카야마

현의

해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499톤

케미컬

탱커(출력 735 kW, 프로펠러 직경 2.12m, 회전수 355 RPM, Figure 91)에
탑재 성공하였고 그 결과 엔진 소요마력이 9% 감소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49, 50] 또한 나카시마 프로펠러사는 2017년 60K BC선에 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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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프로펠러 크기를
VLCC용 프로펠러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91 Full scale CFRP propeller manufactured by Naka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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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국내 개발 현황
현재 국내의 복합소재 프로펠러 연구개발은 해외 선진기관의 개발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미미한 상태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
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대학교 수중운동체특화센터에서
„탄성변형을 고려한 복합재 추진기 설계기법 연구‟ 과제의 지원으로
개발을

수행한

일부의

연구과제[27,28,29,30]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석법에 관한 연구[21,22,23]가 공개된 유일한 연구실적 이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국내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프로펠러의 변형을 계측하고 임의 선정된 적층 순서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아직 실선 스케일의 제작 및 실용화에
이르기 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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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In-house BEM code(KPA14) 검증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소재 프로펠러 유탄성 해석 시
프로펠러 날개면에 작용하는 유체력 계산을 위해 서울대학교 in-house
BEM code인 KPA14가 사용되었고 프로펠러의 구조응답 및 유체관성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감쇠영향에 대한 계산을 위해 상용 해석도구인
Abaqus가 사용되었다. Abaqus가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에 적용되어 결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용해석 도구임을
감안한다면, KPA14의 해석정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탄성 해석법의
정도와 직결됨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KPA14의 해석정도 검증을 위하여 컨테이너 운반선용 프로펠러 7종,
원유운반선 및 살물선 프로펠러 9종 그리고 컨테이너 운반선용 프로펠러
8종 등 총 24종의 프로펠러에 대한 단독성능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대상 선박의 설계 전진비 주변 ±0.2 영역에 대해 0.1
간격으로 총 5개의 전진비에 대하여 해석결과를 비교하였고, 따라서 총
비교 데이터는 120개가 된다.

다음의 표에 대상 프로펠러의 개략적인 정보를 나타내었다.

Table 15 General information about object propellers

No. of blades

Expanded area
ratio

Range of
advance ratio

4~6

0.51 ~ 1.00

0.3~ 0.7

Tanker /
Bulk carrier

4

0.42 ~ 0.48

0.3 ~ 0.7

LNG carrier

5

0.55 ~ 0.67

0.5 ~ 0.9
0.6 ~ 1.0

Ship Type
Container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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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력계수, 토크계수 및 단독효율에 대한 모형시험 계측 값과 KPA14의
추정 결과를 각각 다음의 Figure 92, Figure 93 그리고 Figure 94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94의 대각선 실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에 나타낸
점선은 전체 대상프로펠러의 설계 전진비에 대한 효율 평균을 0.6으로
두고 이에 대한 3%(0.018) 오차범위를 나타내는 참고선이다. 추력계수,
토크계수 및 단독효율에 대한 모형시험과의 오차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각 0.0071, 0.0018 그리고 0.0136이며, KPA14를 이용한 단 3개의 해석 값
만이 효율 0.6 기준 모형시험 결과와의 오차범위 3%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KPA14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BEM
code를 이용한 프로펠러 해석오차인 2 ~ 5%를 만족하는 수준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알 수 있다.

Figure 92 Comparison of KT between model test and KPA14 predi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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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3 Comparison of KQ between model test and KPA14 prediction results

Figure 94 Comparison of open water efficiency between model test and KPA14
predi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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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BEM-FEM based
Hydro-elastic Analysis of Composite
Marine Propellers
Hyoungsuk Le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for applications about composite material for various mechanical
structures has actively performed due to the better process ability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Especially composites which are composed of fiber
materials such as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or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are well known for the representative composite material
having high specific strength and damping characteristic. This kind of composite
material could control stiffness and strength in the desired direction by combination
and stacking of materials, its application coverage is rapidly spreading to almost
every industry such as aviation, spaces, automobiles, naval architectures, ocean
engineering, etc.
A reliable steady/transient hydro-elastic analysis have been proposed for
composite marine propeller blade design which deforms according to its
environmental load (ship speed, revolution speed, wake distribution, etc.) in this
study. The analysis is based on a boundary element method–finite element method
(BEM–FEM)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Steady FSI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to reverse engineering, was designed for use regarding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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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y and ply stack design. A time domain two-way iterative coupling transient
FSI analysis hav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hydrodynamic damping effects of
added mass due to the propeller blade vibration in fluid. The analysis makes
possible to evaluate blade strength and also enable to do risk assessment by
estimating the change in performance and the deformation depending on blade
position in the ship‟s wake. To validate this methodology, model test result of 3
dimensional hydrofoil has been applied to verify the FSI analysis, and model test
results of P5479 and P5475 have been applied to verify the steady and the transient
FSI analysis for marine propeller, respectively.
A simple stack model that considers the effect of ply stacking and reduces the
computation and modeling time was proposed to minimize the calculation time
during the FSI analysis.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simple model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a real FE model which captures the full
stack structure about the tapered composite beam.
Finally, the usability of reverse engineering with steady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optimization during off-design conditions was confirmed
by applying the simple stack model to the well-known benchmark propeller K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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