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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와 같은 새로운 환경규
제로 인하여 고 효율 선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연료절감장치 (Energy Saving Devices, ESD)가 개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료절감장치 중에서 Propeller Boss Cap Fins (PBCF)는
1987년 처음 제안된 이후 그 효과 및 상대적으로 적은 설치비용으
로 인하여 다양한 선종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프로펠러 날개와 상
반되는 받음각을 갖도록 설치됨으로써 음의 토크를 발생하고 허브
보오텍스의 생성을 막음으로써 선박의 전달마력 감소와 허브 보오
텍스로 인한 러더의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PBCF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모형시험에서 동력계측을 통한
PBCF의 효과 확인 및 실선 시운전 계측을 통한 성능의 검증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전산해석을 활용하여 유동장 해석 및
PBCF 최적 설계를 통한 효율향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PBCF의 추가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복잡한 허브
보오텍스의 유동구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Stereoscopic PIV (SPIV)를 이용하여 PBCF가 부착된
프로펠러의 위상 평균 유동장을 예인수조에서 최초로 계측하였다.
PBCF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할 목적
으로 동력 및 유동장 계측을 통해 PBCF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수행하였고, 자항시험을 수행하여 PBCF의 전
달마력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BCF의 설계 수단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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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석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펠러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 및 전산해석을 통해
PBCF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써, PBCF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설계
하중조건 변화, 선체 반류에 의한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하중 조건
변화, 러더가 PBCF에 주는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
토된 선체, 프로펠러, PBCF 및 러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다른 형태의 ESD 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설계 절차
를 확보하였다.
프로펠러 단독 조건에서는 SPIV를 활용하여 PBCF 후방의 복잡
한 유동장을 계측하고 동력계측 결과와 비교하여 유동장 계측결과
와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우선
baseline PBCF에 대한 모형시험을 통하여, PBCF가 효과적으로 허브
보오텍스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boss
cap 후방의 압력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프로펠러 단독효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 PBCF의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추진시스템의
순 추력의 증가는 전진비에 상관없이 단독효율을 약 1.6% 개선시
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개의 설계변수를 선정하
고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 phase lag) 각각의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후류 유동장 및 동력 계측을 수행하였다. 실험결
과를 통해, baseline PBCF보다 낮은 하중조건, 특히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의 경우에 있어서 단독효율이 증가하였다. 낮은 하중조
건의 fin span height의 경우, 그 높이가 프로펠러 루트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유동의 진행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아 다른 설계변수와는
다르게 허브 근방에서 보오텍스가 관측되었고, 그에 따라 단독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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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량이 감소하였다. 높은 하중조건에서는, 허브 보오텍스가
분산된 형태의 보오텍스 강도가 커졌고 그에 따라 역시 단독효율
개선량이 감소하였다. Phase lag의 변화는 다른 설계변수와는 다르게
단독효율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baseline PBCF
fin의 면적이 충분하여 fin의 위치가 어디에 있더라도, 프로펠러 루
트 부근에서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BCF는 선박의 반류장 하에서 작동하므로 실제적인 PBCF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항시험을 수행하였고, baseline PBCF 부착에
따라 추진효율이 약 2.3% 개선되었고 이는 단독시험 결과보다 약
0.7% 큰 결과이다. 이는 자항 조건에서는 단독 조건과는 다르게 러
더가 부착되어 있고, PBCF의 주요 작동구간인 허브 근방에 작용하
는 하중이 단독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된다.
PBCF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변수, 프로펠러 단독
및 자항 조건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모
형시험을 통해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활용한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모
형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설계 절차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단독 조건에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모
형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산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
다. 모형시험과 마찬가지로 baseline PBCF 부착에 따른 허브 보오텍
스 감소현상이 전산해석을 통한 유동장 해석 결과에서도 잘 구현
되었다. 자항 조건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모형시험에서 단독 조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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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항 조건에서 PBCF의 효과가 큰 이유를 모형시험 결과와 결부
하여 설명하였다. 전산해석 결과에 따르면 자항 조건에서 프로펠러
루트 부근의 하중 증가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의 강도가 커졌고, 이
는 자항 조건에서 PBCF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PBCF의 효과에 미치는 러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러더 유
무에 따른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PBCF 부착에 따라 허브 보오텍
스로 인한 러더 주변 유동교란이 감소하여 러더의 저항이 감소하
였고, 이에 따라 PBCF의 효과가 러더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크게 나
타났다. 이는 PBCF의 설계 시 프로펠러만이 아니라 선체에 의한
반류 분포 및 프로펠러 후방부의 러더 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PBCF, 허브 보오텍스, SPIV, 동력 계측, 유동장 계측, 프로
펠러 단독시험, 자항시험, CFD

학번: 2012-3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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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
경 규제 및 그린쉽에 대한 선주사, 운항사, 조선소, 선급 및 각
국의 정부 등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린쉽이란 다양한 방
법을 통해 연료효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을 말한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은 2010년 9월 개최된 제61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회의에
서 선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허용기준을 설정해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건조
될 선박에는 ‘화물 1톤을 1마일 수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의 중량’을 수치화시키는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를 제도화시켰고 이러한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운항 중인 현존 선박 중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운항지수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s,
EEOI)’를 설정했다. EEDI 규약에 따르면 2020년이면 현재의 선
박운항효율로는 상당수의 선박이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
라서, 고효율 선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Figure 1-1은 컨
테이너 선에 대한 EEDI base line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조선업계와 해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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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및 추진 성능을 향상시킨 선형 및 프로펠러 개발, 추진효
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료저감장치, LNG 연료를 사용한 엔
진의 개발, 폐열을 재활용하여 연료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 등
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EDI =

탄소계수

주기 및 보기 연료소모량 − 신기술
운송능력(

)

선속

(단위 : gCO2/Ton*NM)

Figure 1-1. EEDI base line for contain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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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capacity의 증가 및 다양한 최적화 기법의 등장으로
저항 및 추진 성능이 극대화된 선형들이 개발되고 있다. 컨테
이너선의 경우, 조파저항이 전체저항의 5% 이하이고 추진효율
이 80% 이상으로 저항추진성능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쉽
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기로 인한 회전류 손
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료절감장치 (Energy Saving
Devices, ESD)가 개발, 적용되고 있다.
ESD는 선체 및 방향타에 추가적인 부가물을 부착하여 추진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이는 설치 위치에 따라서 크게 프로
펠러 전방과 후방에 부착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펠러 전방에 부착되는 ESD로는 pre swirl stator, pre swirl
stator with duct, vortex fin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프로펠러
에 미리 회전류를 유입시켜 프로펠러로 인한 회전성분을 상쇄
하여 회전류 손실을 줄여주거나 덕트 등과 같이 프로펠러 유
입류를 가속시켜 효율을 향상시킨다. Figure 1-2의 선미 프로펠
러 전방에 설치하는 전류고정 날개 (Pre-Swirl Stator)는 2007년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기술로, 고정날개를 부착해 선미부분에
서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유동에 회전성분을 가해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에 비해 약 3~5%
가량의 연료 절감 효과를 봤으며, 같은 연료량을 사용할 경우
약 0.24노트 정도의 속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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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re swirl stator.

Becker 사에서 개발한 Mewis duct는 stator에 덕트가 부착된
형태로 stator에 의한 회전류와 덕트에 의한 프로펠러 유입류의
가속 효과로 추진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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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ewis duct.

앞서 살펴본 추진기 전방에 stator 또는 duct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모형선과 실선 레이놀즈 수 차이로 인한 유동각도의
차이로 인하여 모형시험 결과의 실선확장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 또한, stator 및 duct로 인한 불균일한 후류와
shedding 보오텍스가 프로펠러로 유입되어 캐비테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이 설치된 선박에 대해
서 장기간 운영에 따라 피로손상으로 인한 프로펠러 파손사례
도 보고되고 있다.
프로펠러 후방에 부착되는 ESD로는 프로펠러로 인한 회전
류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추력을 발생시키는 비틀림 러더
(twisted rudder), 추력 날개 (thrust fin) 등의 부가물과 프로펠러
5

허브에서 발생하는 허브 보오텍스를 소멸시켜 추력 손실을 회
복시키는 러더 벌브,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등이 있다.
이중에서 특히 PBCF는 실선에서 검증된 효과와 저렴한 설치
비용, 허브 보오텍스로 인한 러더 침식 방지 등의 다양한 효과
로 인하여 많은 선종에 널리 설치되고 있다.
Figure 1-4에 PBCF의 추진효율에 대한 효과를 각 요소 별로
나타내었다. 허브 보오텍스 감소를 통한 boss cap 저항의 감소,
fin에 의한 음의 토크 발생, 프로펠러 날개의 추력 증가 등이
추진효율에 긍정적인 요소이며, fin에 의한 음의 추력 발생, 프
로펠러 날개의 토크 감소가 부정적인 요소이다.

Figure 1-4. Effects of PBCF (Kawamur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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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F는 boss cap의 작은 부품을 교환함으로써 손쉽게 장착
이 가능하므로 pre-swirl duct 등과 같이 선체에 부착되는 부가
물과는 다르게 신조 및 개조 선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작 및 설치 비용이 적으므로, 투자비용 회수기간 (payback
time)이 짧아 선주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Figure 1-5는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한 Hi-Fin을 보여주고 있다.
Hi-Fin은 일반적인 PBCF의 날개 끝 단에 end plate가 부착된 형
태로써 fin 끝 단의 3차원 유동을 줄여 상대적으로 작은 fin 면
적으로 일반적인 PBCF와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Figure 1-5. Hi-Fin (a kind of PBCF developed by Hyundai Heavy
Industries (H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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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F 형상에 대한 최적설계, 모형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
실선 시운전 계측을 통한 성능 검증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형시험을 통한 연구의 경우 실질적인
연료 효율 증가에 집중하여 주로 동력계측을 통한 성능 확인
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복잡한 허브 보오텍스 구조에 대한 면
밀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PBCF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 후류, 특히 허브 보오텍
스 유동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PBCF는 여러 선형에 적용되어 요구되는 작동 환경이 다양하
므로 최적설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근거를 갖춘 최적
설계 이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PBCF의 핵심 기능을 파
악하여 다양한 작동 환경에 대응되는 최적 설계 조건을 찾아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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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현황
1.2.1 PBCF 관련 실험적 연구 현황

PBCF는 1987년 Ouchi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 이후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프로펠러 단독효율에 대한
PBCF 설계변수 (design parameter)의 효과에 대해서 Ouchi et al.
[1988]이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프
로펠러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의 PBCF 효과를 검토하고, 실선
시운전을 통해 PBCF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PBCF를 설치함으
로써 단독 조건에서 3~7%의 프로펠러 효율 향상, 자항 조건에
서 2%, 실선 계측에서 4%의 추진효율 향상 결과를 얻었다. 해
당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효율에 영향을 주는 PBCF 설계변수
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Fin의 형상 및 크기 변화, fin의 반
경, fin과 프로펠러 날개의 상대 각도, boss cap에 설치된 fin의
경사각, fin의 개수 변화에 따른 효율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러
더의 유무에 따른 효율 변화도 검토하였다. 낮은 전진비에서
러더로 인하여 PBCF 효과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유동장
계측은 dye injection, tuft test 등의 방법으로 PBCF 유무에 따른
유동장의 정성적 변화를 관찰하였고,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효
율변화는 동력계측으로 평가하였다. 시운전 계측결과 모형시험
보다 더 큰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축척효
과 (레이놀즈 수 차이), 모형 및 실선 PBCF의 제작 정도 차이
(실선 PBCF의 제작 정도가 더 정밀), fin 끝단 처리 차이 (실선
에서는 fin의 끝 단을 round 처리하였기 때문에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 등 3가지를 지목하였으며 이 중에서 축척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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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논문에 이어서, Ouchi et al. [1989]은 3D-LDV를 이용하여
후류를 계측하고 PBCF 후방의 회전류 속도 및 가속도의 감소
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캐비테이션 실험을 수행하여 PBCF
부착으로 인한 허브 보오텍스의 소멸을 확인하였다. 또한, 11척
의 시운전 결과로부터 약 4.3%의 평균적인 효율 향상을 확인
하였다.
Hansen et al. [2011]은 PBCF 부착에 따른 프로펠러 단독효율
변화 및 축척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큰 레이놀즈
수 범위에서 normal 및 reverse POT (Propeller Open water Test)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PBCF로 인한 마력 절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항 및 자항시험도 수행하였다. 단독 조건에
서 1%, 자항 조건에서 약 4%의 PBCF로 인한 효율 개선을 얻
었는데, 자항 조건에서의 효율 개선은 특히 추력감소계수(t)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서는 Aframax tanker에 대
한 실선 시운전 계측을 수행하여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시운전 결과 3.7%의 개선 효과를 얻었는데 이는 모형시험 결
과와 잘 일치한다. 이는 PBCF의 효과가 축척효과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에 보고된 PBCF 효과에 대
한 축척효과의 영향은 선체 파울링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BCF에 대한 기존의 실험적 연구들
은 주로 동력계측 모형시험을 통한 PBCF의 모형 스케일에서
의 효과를 계측하고 실선 시운전을 통한 성능확인이 주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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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향이었다. 또한, 각 연구에 따라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PBCF 효과의 우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단독 및 자항 조건에 대한 통합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2.2 PBCF 관련 전산해석 연구 현황

컴퓨팅 capacity의 증가 및 전산해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PBCF의 설계 및 효과에 대한 다양한 전산해석적 접근이 시도
되고 있다. PBCF의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인자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모형시험을 통한 최적설계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통
한 PBCF의 최적설계가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Hsin et al. [2008]은 PBCF 형상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전
산해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potential based BEM과 RANS 계산을 통한 PBCF의 설계 절차를
제안하였고 두 계산방법 모두 PBCF 형상변화에 대한 성능변
화의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Nojiri et al. [2011]은 전산해석을 통해 파악한 유체역학적 원
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PBCF 형상을 개선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프로펠러에 대해서 PBCF 설계
변수를 변화시켰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
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fin 형상변화
에 따른 PBCF의 성능 변화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PBCF 형상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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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mura et al. [2012]은 모형시험과 실선 시운전에서 PBCF
효과가 차이 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
다. 두 개의 대상 프로펠러에 대해서 단독 조건과 자항 조건에
서 모형 및 실선 스케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레이놀즈 수가
커질수록, 즉 모형선보다는 실선에서 그리고, 단독 조건 보다
는 모형선 및 러더가 포함된 자항 조건에서 PBCF로 인한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실선 시운전 계측 결과에 따르면, 실
선에서의 PBCF 효과가 모형선의 경우보다 상당히 큰데, 실선
에서 fin의 항력이 작아지고 boss cap의 항력 감소분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실선, 모형선의 큰 효율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전산해석 수행시 추
정한 모형선으로 인한 반류와 실제 반류의 차이, 선체와 러더
의 표면 거칠기 차이, 비정상상태 (unsteadiness), 허브 보오텍스
캐비테이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un et al. [2015]은 러더가 PBCF의 효과에 주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공동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고, 같은 조건
에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형시험 결
과 러더가 부착됨에 따라 PBCF의 효과가 감소하였다. 전산해
석에서도 같은 경향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boss cap 후방의
압력회복으로 러더의 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기섭 et al. [2016]은 프로펠러와 허브 보오텍스 조절장치
(Propeller Hub Vortex Control device, PHVC)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동수조에서 모형시험 및 모형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전산해
석을 수행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 추진효율 변화를 정성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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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평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LDV를 통한 국부유동 계측
결과는 전산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PHVC와 같은 에너
지 절감장치의 유체성능 검증에 있어 설계단계에서 전산해석
의 유용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된 전산해석 관련 연구를 통해서 허브 보오텍스의
구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나 실험적인 접근에서는 아
직까지 동력계측을 통한 효율의 차이를 주로 연구하거나 유동
장 계측의 경우, PBCF 유무에 따른 허브 보오텍스의 생성여부
만을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해석 결과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와동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위상 평
균 유동장 계측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러한 필요성으로 다음 장에서 위상 평균 유동장 계측을 위한
실험적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2.3 프로펠러 후류 유동장 계측에 대한 실험적 연구 현황

일반적으로 선미 유동장 계측을 위한 장비로는 피토관이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토관은 기본적으로 속도장의 시간평균
을 구하기 위한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일정한 속
도로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주기적인 요동 성분을 계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프로펠러 후류에 대해 속도장의 시간 평
균을 통한 제한적인 연구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Kim et al.,
1997 ; Van et al., 2003].
따라서 주기성을 가지는 속도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순간
속도장을 계측할 수 있는 입자영상유속계 (Particl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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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metry, PIV)나 레이저 도플러 유속계 (Laser Doppler
Velocimetry, LDV)와 같은 광학적 기법이 도입되어 선미 유동장
계측에 활용되고 있다. LDV는 점 계측 방식으로 전체 유동장
에 대한 속도장 계측을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높은 계측 정확도와 시간 분해능을 가진다. 그리고 비 접촉식
의 광학적인 계측 방식이기 때문에 피토관의 배치가 어려운
위치의 속도장을 계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프로펠러의
후류 [Felli et al., 2002], 모형선에 장착된 프로펠러 전후방의 유
동장 [Felli & Di Felice, 2005] 등의 계측에 활용되고 있다.
Mario Felli et al.[2005]은 대형 공동수조에서 쌍축 선박의 후
류를 LDV phase sampling 기술로 계측하여, 프로펠러와 선체의
복잡한 간섭효과는 물론 프로펠러의 작동에 따른 유동장의 주
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PIV는 LDV에 비해 구성 장비의 배치가 어
렵지만 특정 평면이나 공간의 속도장을 한번에 계측할 수 있
기 때문에 실험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험환경 조성을 위한 구성 장비 배치의 용이성 때문에
PIV를 이용한 프로펠러 후류 연구의 상당 부분은 회류수조나
공동수조에서 이루어져왔다.
공동 수조나 회류수조에서 PIV를 이용한 대표적인 프로펠러
유동장 계측 사례로는 프로펠러가 없는 상태의 선미 유동장
[Lee et al., 2009], 프로펠러의 후류 [Felice et al., 2004 ; Lee et al.,
2004 ; Paik et al., 2007 ; Paik et al., 2010], 프로펠러가 작동중인 상
태의 선미 유동장 [Felice et al., 2001 ; Paik et al., 2004 ; Calcagn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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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 Paik et al., 2005] 등이 있다. Paik et al. [2007]은 공동수
조에서 2D PIV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후방의 후류 특성을 조사
하였다. 9개의 다른 프로펠러 날개 위상에 따라 순간 속도벡터
를 측정하고 앙상블 평균하여 프로펠러 후류 유동장을 분석하
였다. Galilean decomposition method와 vortex identification method
를 활용하여 프로펠러 후류 구간의 보오텍스 특성을 분석하였
다.
선박 프로펠러의 복잡한 3D 난류 후류 유동구조를 계측하기
위하여 Stereoscopic PIV (SPIV) 계측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Lee
et al. [2004]은 카메라를 1대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out of plane
성분에 의한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선박 프로펠러의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다. 2D PIV와 SPIV의
계측오차 차이는 5~10%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에서는 프로펠
러 팁에서 형성된 팁 보오텍스가 프로펠러가 회전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후류로 진행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동수조나 회류수조는 모형의 스케일이 제한되며
측벽효과 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더 정확한 유동장 계측을
위해 예인수조에서 실험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예인수조 PIV 시스템의 성능 확인을 위해 Anschau & Mach
[2007]는 예인수조에서 SPIV 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로펠러 후류
를 계측한 바 있다.
Felli et al. [2011]은 러더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펠러에서 떨어
지는 보오텍스의 상호간섭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히, 러
더와의 상호간섭 동안 팁과 허브 보오텍스의 전개,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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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등의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PIV, LDV를 이용하여 유동장을 계측
하였다.
Seo et al. [2014]은 선체를 따라 형성된 3차원의 선미 유동장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후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
항 조건의 모형선에 대해 프로펠러의 후류 영역을 예인수조용
2차원 PIV를 이용해 계측하였고 시간에 대한 평균과 위상 평
균의 결과를 속도와 난류 성분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확인된
프로펠러 후류의 유동특성을 활용하여 PBCF나 방향타 핀과
같이 프로펠러 후류 안에서 작동하는 연료 저감장치의 설계나
선미 유동장 개선에 공학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PIV 시스템은 프로펠러에서 발달된 비정상 유동장의
계측에 적용되어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예인수조 시설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토관과 비교하여 전체 실험 시
간의 감소, 계측 정확도 및 공간 해상도에서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가능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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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동력 및 유동장 계측 모형시험을 통해 PBCF
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PBCF 형상 변화에 따른 설계하중조
건을 고려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BCF의 설계하
중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추진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유동
장과 동력 계측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자항시험 및 전산
해석을 통해 PBCF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선형, 프로펠러,
러더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6. Research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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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에 본 연구와 기존연구간의 연구방법론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독 조건에서 PBCF 부착에 따
른 효율 향상을 확인하고 자항시험을 통한 전달마력 감소효과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PBCF의 허브 보
오텍스 감소효과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PBCF 최적
설계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프로펠러 단독 조건에서
PBCF가 부착된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위상평균 유동장을 SPIV
로 계측하여 허브 보오텍스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동장
분석결과와 동력계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PBCF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후, PBCF 설계변수의 체계적 변화에 따
른 모형시험을 통하여 설계하중조건에 따른 PBCF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PBCF에 대한 기존의 실험적 연구는 주로 동력계
측 시험을 통한 효율변화에 대해서 집중하였기 때문에, 허브
보오텍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PBCF의 작동원리
의 이해가 부족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PBCF 유무에 따른
동력 및 유동장 계측을 통하여 허브 보오텍스의 구조와 프로
펠러 효율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음에 독창성이 있다.
자항 조건에 대한 모형시험을 통하여 PBCF로 인한 전달마
력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실험적
연구에서는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그
차이만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 및 전산해석
결과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펠러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PBCF의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PBCF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변수, 프로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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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자항 조건 등 여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
형시험을 통해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비용
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활용한 최적설계를 수
행하고 모형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설계 절차가 대안으
로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BCF의 설계 수단으로써 전
산해석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단독 조건에서 전산
해석을 수행하고 모형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전산해석 결
과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자항 조건 계산에서는 모형시험 결
과와 결부하여 단독 조건과 자항 조건에서 PBCF의 효과가 차
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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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의
2.1 프로펠러 단독 조건 (Propeller Open Water, POW)
2.1.1 프로펠러 단독 조건의 선정 이유

동력 및 유동장 계측을 통해 PBCF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프로펠러 효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펠러 단독 시험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 단독 시험의 경우
실험설비 및 장비의 설치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설계변수 변
화에 대한 series 모형시험에 적합하다.

2.1.2 대상 모형

PBCF를 설치할 대상 프로펠러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에서 설계한 컨테이너선 용 프로펠러인 KP505를 사용
하였다. 대상 프로펠러의 주요치수는 Table 2-1에 나타내었다.
모형 프로펠러의 축척비는 1:35.43이고, 프로펠러와 허브의
직경은 각각 0.223, 0.0358m이다. Figure 2-1에 프로펠러의 형상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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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itch and chord distributions of KP505 propeller.

r/R

0.18

0.3

0.5

0.6

0.7

0.8

0.9

1.0

P/D

0.835

0.927

1.008

1.013

0.997

0.957

0.901

0.833

c/D

0.231

0.281

0.340

0.357

0.359

0.338

0.280

0.000

Skew
(°)

-4.72

-7.82

-5.56

-1.50

4.11

10.48

17.17

24.18

Rake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igure 2-1. Geometry of propeller and PBC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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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Definition of design parameters of the PBCF.

Figure 2-2는 PBCF의 설계변수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HFD : Hub face side diameter
- CAPDE : Hub cap end diameter
- CALEF : Length from fin center to hub face
22

- CALEA : Length from fin center to cap end
- FINLE : Fin length
- FINHE : Fin height
- WPOLE : Leading edge position of fin end
- WPOTE : Trailing edge position of fin end
- PA : Pitch angle of fin
- APF : Phase lag between propeller G.L. and fin C.L.
(counter clockwise looking bow)

Baseline PBCF의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는
각각 44도, 27.64mm, 9.67mm이다. Boss cap의 taper angle은 20도
이다. 프로펠러 날개의 generating line과 fin의 중심선의 각도
로 정의되는 phase lag은 baseline PBCF의 경우 24도이다. SPIV
계측 시 표면에서의 반사를 줄이기 위하여 모형의 표면을 검
정 페인트로 도색 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에 가장 민감하고 실용적
으로 변화가 용이한 4개의 설계변수를 선정하고, baseline PBCF
설계를 기준으로 각각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4개의 설계변수는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
phase lag이다. PBCF로 인한 음의 추력과 토크의 하중 크기는
날개의 받음각 (Angle Of Attack, AOA)과 fin의 면적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가
PBCF의 설계 하중과 비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다
23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Design load configuration) = ((Pitch angle) – (Pitch angle at zero
loading)) x (Fin span height) x (Fin chord length)

Zero loading에서 fin의 pitch angle은 실험 전 hydrofoil-flat fin
배치에 대한 2-D potential flow 해석을 통하여 계산된다. Figure
2-3은 zero loading 조건에서의 fin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2D foil과 flat fin의 형상은 프로펠러 날개와 PBCF 루
트 부분의 형상이다. 2D foil 주변의 유동장은 potential flow 해
석으로 분석하였고, flat fin이 2D foil과 정렬되어 lift force를 발
생시키지 않는 zero loading pitch angle을 계산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KP505 프로펠러의 경우 6도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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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2D schematic of propeller blade and PBCF at zero
load configuration.

Table 2-2는 baseline PBCF에 대한 하중이 100%로 정의되었을
때, 설계변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설계하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PBCF의 phase lag 또한 변화시켰는데, phase
lag은 PBCF의 설계 하중과는 무관한 설계 변수이다. Phase lag
은 0도에서 60도까지 12도 간격으로 변화시켰다. Five-bladed
propeller의 경우, phase lag이 72도는 phase lag 0도 인 경우와 동
일하기 때문에 0도에서 60도까지 변화시키면 한 주기를 구성
하는 phase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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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Design parameters of PBCF.
Design parameters

Pitch Fin chord
angle
length

Units

°

Standard
boss cap

Pitch angle
variation

Fin chord
length
variation

Fin span
height
variation

Phase lag
variation

mm

Fin
span Phase lag
height

mm

Design load
configuration

°

Without fins

○

56
50
44
38
32

27.6

46

17.3
20.7
24.2
27.6
31.1

9.7

27.6

4.1
6.9
9.7
12.4
15.2
17.9

24

9.7

0
12
24
36
48
60

46

46

27.6

SPIV
meas.

9.7

24

24

26

70%
85%
100% (Baseline)
115%
130%
62.7%
75%
87.7%
100% (Baseline)
112.7%
42.9%
71.4%
100% (Baseline)
128.6%
157.1%
185.7%

100%

○
○
○
○
○
○
○
○
○
○
○
○

2.1.3 실험 조건의 선정

전진비 (J)를 0.05부터 0.85까지 변화시키면서 동력계측시험
을 수행하였다. 프로펠러의 회전수는 9rps이고, 이에 해당하는
0.7R에서의

chord-length-based

레이놀즈

수는

353,000부터

382,000이다. 이는 난류 영역에서의 모형시험 조건 [ITTC, 2014]
인 200,000 보다 크기 때문에 실험 조건에서의 난류 발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Standard boss cap과 baseline PBCF에 대해서 후류 유동장 계측
을 위한 SPIV 실험은 전진비 0.6과 0.75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전진비 0.75 근방에서 단독효율이 최대치이고 자항 조건에서
프로펠러는 이 전진비 부근에서 작동을 한다. 전진비 0.6은 최
대 효율 조건에 비해 높은 하중 조건으로써 선정하였다. 계측
면의 x/R은 0.6, 1.0, 1.5, 2.0이다. Figure 2-4는 SPIV 계측 면의 위
치를 보여준다.
PBCF 설계변수의 변화에 대한 실험은 전진비 0.75에서 수행
되었다. 이 때, PBCF의 후류 유동장은 x/R이 0.6, 1.0에서 SPIV
를 이용하여 계측되었다. SPIV 계측은 Table 2-2에 보여지는 바
와 같이 단지 PBCF의 최대와 최소 설계하중 조건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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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Locations of SPIV measurement planes.

2.1.4 전산해석 조건의 선정

전산해석에 사용된 모형선 및 계산 조건은 프로펠러 단독시
험과 같게 선정하였다. Standard boss cap과 baseline PBCF에 대해
서 전진비 0.75에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효율변화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fin chord length
변화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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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항 조건 (Self-Propulsion, SP)
2.2.1 자항 조건의 선정 이유

균일 유동장 하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단독 조건과는 다르
게 프로펠러가 모형선 뒤에서 작동하는 자항 조건에서는 선체
에 의한 반류에 의해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유동장이 불 균일
하게 되고, 이는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을 변화시킨다.
또한, 자항 조건에서는 러더가 부착되기 때문에 프로펠러 후류
의 유동장도 단독 조건과 다르게 된다. 따라서, PBCF의 실질적
효과인 전달마력 감소효과를 확인하고 최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항시험이 필수적이다.

2.2.2 대상 모형

PBCF 부착에 따른 선박의 추진효율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9,200TEU 컨테이너선을 대상선
으로 선정하였다. 자항시험 시 사용된 프로펠러는 단독시험에
서 사용된 KP505이다. 모형선 선정시 KP505 프로펠러의 RPMPower 관계와 유사한 프로펠러가 적용된 선박을 선정하였다.
모형선-실선 축척비는 1:35.934이고 프로펠러의 직경은 0.270m
이다. Figure 2-5에 자항시험 수행시 프로펠러 및 PBCF가 모형
선에 장착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항시험에 사용된 standard
boss cap과 baseline PBCF 모형을 Figure 2-6 및 Table 2-3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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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odel ship and model propeller with baseline PBCF
for Self-Propulsion test.

Figure 2-6.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for SelfPropul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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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Standard boss cap and PBCF model for SelfPropulsion test.
Cases

Pitch
angle( ̊ )

Fin chord
length(mm)

Fin span
height(mm)

Phase
lag( ̊ )

Standard boss cap

-

-

-

-

Baseline PBCF

44

33.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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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실험 조건의 선정

자항시험은 ITTC 78 방법 [ITTC, 2014b]에 따라 수행 및 해
석되었다. 자항시험에 앞서서, 대상 프로펠러에 대한 프로펠러
단독시험 및 모형선에 대한 저항시험을 실시 하였다. 자항시험
은 대상선의 설계속도인 21knots (모형선 속도 1.802m/s)에 대해
서 수행하였다. 피토관을 이용하여 계측한 설계속도에서의 공
칭반류를 Figure 2-7에 나타내었다.

2.2.4 전산해석 조건의 선정

자항 조건 전산해석에 사용된 모형선, 프로펠러, PBCF 및 시
험조건은 자항시험과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다만 PBCF 효과에
미치는 러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러더가 없는 경우의
계산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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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Nominal wake at design speed (21kn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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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시험 방법
3.1 프로펠러 단독 시험 (Propeller Open water Test, POT)
PBCF의 성능평가를 위한 프로펠러 단독시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 시설에서 수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예인수조는 길이
110m, 폭 8m, 깊이 3.5m의 수조 시설로 Figure 3-1에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3-1. Schematic of SNUTT.

예인수조에 설치된 전차는 각각 8kW의 출력을 갖는 4개의
AC servo 모터로 구동되며 이 모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negative feedback system으로 제어된다. AC servo 모터의
파워는 기어비 2:1을 갖는 감속 기어를 통해 바퀴로 전달된다.
바퀴의

원주는

2000.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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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전차의

최대속도는

5000mm/s이고 오차는 2.0mm/s 이하이다.

3.1.1 실험 장치의 구성
3.1.1.1 Reverse POT

프로펠러의 단독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open boat에 설치된 축의 전방에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전진방
향으로 진행하면서 해당하는 회전수, 추력 및 토크를 계측하는
것이다. Open boat로 인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pen boat
의 형상을 가능한 한 유선형으로 만들고 축을 길게 설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는 PBCF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한 장비로
는 적절치 않음이 Ouchi et al. [1987]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PBCF를 설치하고 허브 보오텍스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은 유입류의 교란을 감수하고 축이 프로펠러의 전방에 위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프로펠러 및 PBCF가 설치된
open boat를 역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시험방법을
Ouchi et al [1987]의 연구에서는 reverse POT라 칭하였다 (Figure
3-2). Figure 3-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팁과 자유수
면간의 최소거리는 1.5D이고 이는 프로펠러 모델에 대한 자유
수면 효과를 제거해준다 [ITT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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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chematic of reverse POT: the arrangement of the
dynamometer and test model.

3.1.1.2 동력계

POW 동력계는 일정 회전수 (n)일 때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추력 (T)과 토크 (Q)를 계측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각의 계
측 용량은 100N, 5Nm이다. 프로펠러 축의 축방향과 비틀림 방
향으로의 strain을 계측하기 위하여 두 개의 full-bridge strain
gauge sensor가 프로펠러 구동축에 사용되었다. Strain gauge로부
터의 신호는 MGCplus data 계측 시스템을 사용하여 취득하였
다. 95% 신뢰구간에서의 total uncertainty는 추력계수의 경우
0.00181,

토크계수의

경우

0.000143,

프로펠러효율의

경우

0.00872이다. 동력계측의 시험절차는 ITTC [2014]의 방법을 따
라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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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Stereoscopic PIV

프로펠러와

PBCF의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기

위하여

underwater SPIV system을 사용하였다. SPIV system은 독일
LaVsion 사의 제품이다. 본 장비는 물속에 잠긴 수직 실린더
내에 있는 2 개의 Charge-Coupled Device (CCD) 카메라와 dualhead Nd-YAG pulse laser, timing system 및 PC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3-3은 towed underwater SPIV system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3-3. Schematic of the towed underwater SPI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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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는 SPIV system의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광원으
로 사용된 레이저는 Quantel 사의 Evergreen 200 laser head를 사
용하였고, wavelength, pulse power, repetition rate는 각각 532nm,
200mJ, 15Hz이다. Green laser beam은 광학 렌즈를 통해서 laser
sheet로 확장되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시트의 두께는
2mm이다. 카메라는 Lavision 사의 Imager pro SX 5M으로 2500 x
2000 pixels 500만 화소, 12bit의 밝기 정보로 기록된 입자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CCD 카메라는 최소 시간간격 600ns로 twoframe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고, 초당 최대 취득 frame 수는
14.2 Hz이다. CCD 카메라에는 샤임플러그 각도 조절기가 부착
되어 CCD 카메라의 각도를 회전시키면서 이미지의 초점을 조
절할 수 있다. 초점거리 85mm의 렌즈 (Canon EF 85mm f/1.8
USM)가 사용되었고 초점, 조리개, 샤임플러그 각도가 원격조
정 가능하다.

Figure 3-4. Arrangement of components in the vertical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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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는 SPIV system의 광학적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Field Of View (FOV)의 크기는 수평방향 140mm, 수직방향
115mm이다. FOV는 유입 속도장과 수직한 면이다. 카메라 실린
더는 blunt한 형상으로 인한 유동 교란이 계측면에 주는 영향
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측면보다 뒤에 위치하였다. 계측면과 카
메라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는 카메라 1의 경우 25.8도, 카메라
2의 경우 52.1도였다.

Figure 3-5. Optical arrangement of the towed underwater SPI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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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촬영과 해석을 위해 LaVision 사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인 DaVis 8.2를 이용하였다. 모든 시험 case에 대해서, 두
이미지 frame 간의 시간 간격(Δt)을 particle의 이동거리가 laser
sheet 두께의 30% (0.45mm)를 넘지 않게 조절하였다. 이러한
시간간격에 대해서 이미지상의 particle의 이동거리는 5 pixel을
넘지 않는다.
프로펠러 회전수 (9 rps)와 SPIV 계측을 동기화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취득 횟수를 초당 4.5회로 조정하였다. PIV system과 프
로펠러의 각 위치를 동기화 시키기 위하여 12-bit rotary encoder
가 사용되었다. Rotary encoder에 의한 각 변위 계측의 해상도는
0.088도이다. 예인수조에서 1회 계측 시, 150의 이미지 쌍을 취
득하였다. 각 case 당, carriage run은 2회씩 반복하였다. 따라서
각 case 별로 300개의 이미지 쌍을 취득하였다. SPIV 시스템의
교정결과를

보정하고

순간

속도장을

얻기

위하여

self-

calibration 방법 (Wiekene, 2005)과 multi-pass cross-correlation 방
법을 사용하였다. Overlap 없이 첫 번째 interrogation window의
크기는 64 X 64 pixel이고, 50% overlap의 cross-correlation을 통하
여 24 x 24 pixel의 조사구간에 대한 속도장을 얻었다. 앞서 구
한 순간 속도장을 평균하여 phase-averaged 속도장을 계산하였
다. 인접한 두 벡터간의 거리는 0.674mm이고 이는 모형 프로
펠러 반경의 약 0.6%이다. Phase-averaged 속도장 계측에 대해
서, 95% 신뢰구간에서의 total uncertainty는 균일류 계측에 의해
서 평가되었고, 그 크기는 유입류의 속도의 약 0.77%이다.
속도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Right-handed Cartesian coordinate
39

system을 사용하였다. 이 좌표계에서, 양의 x축은 유동방향, 양
의 y축은 starboard 방향, 양의 z축은 수직 상 방향이다. 원점은
프로펠러 축과 프로펠러 면의 교차점이다. 속도 벡터 v는 x, y,
z 방향 유동속도인 u, v, w로 구성되어있다. 길이, 속도, 와도
(vorticity)는 각각 R, Va, 4πn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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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항 시험 (Self-Propulsion test, SP)
3.2.1 시험 장치의 구성

자항시험은 현대중공업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현대중공
업 예인수조에 대한 개략도를 Figure 3-6에 나타내었다.

Figure 3-6. Schematic of HMRI towing tank.

95% 신뢰구간에서의 total uncertainty는 프로펠러 단독효율의
경우 0.4%, 추력감소계수의 경우 0.6%, 반류계수의 경우 0.5%,
상대회전효율의 경우 0.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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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모형시험 및 해석 방법

자항 조건은 선박이 일정속도를 내기 위하여 선박에 작용하
는 저항과 프로펠러의 추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항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저항뿐만이 아니라 프로
펠러가 작동함에 따른 선미부의 압력감소로 인한 저항의 증가
(또는 추력의 감소)와 모형선/실선 마찰저항 보정량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자항시험에서 구해지는 선박의 추진효율 (

)은 프

로펠러 단독효율 (

)의 곱

), 상대회전효율 (

), 선체효율 (

으로 표현된다. Figure 3-7에 저항시험, 프로펠러 단독시험, 자항
시험을 통한 추진효율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프로펠러 단독효율은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의 프로
펠러 효율을 의미하며 다음의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자항점
에서 계측된 프로펠러의 추력계수를 구하고 단독조건에서 이
와 동일한 추력을 내는 전진비에서의 프로펠러 효율로서 계산
된다. 즉, 단독조건에서의 추력계수는 반경방향으로 균일 유속
이 유입될 때의 부하계수이고, 자항조건은 선체반류로 인하여
반경방향으로 유입류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의 부하
계수이다. 따라서,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프로펠러 전체로는
동일한 추력을 내지만 (동일한 하중이 걸리지만) 단독 조건과
비교하여 자항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루트 부근에서의 하중은
크게, 팁 부근에서는 작게 된다. 단독 및 자항 조건에서 PBCF
의 주요 작동 부분인 프로펠러 루트 부근의 프로펠러에 작용
하는 하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PBCF의 최적 설계하중 및
효과도 두 조건에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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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Flow chart of the powering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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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산해석 방법
PBCF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PBCF가 부착되는 프로펠
러의 형상, PBCF의 설계변수 (design parameters), 선체에 의한
프로펠러 유입류의 불 균일성, 러더의 영향 등이 있다. 다양한
설계 변수를 고려하여 모형시험을 통한 PBCF의 최적 설계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산해석을 통한 PBCF의 최적 설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
산해석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전산해석의 신뢰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산해석을 통해 모형시험 결
과를 보완할 수 있는 복잡한 유동장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PBCF의 최적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4.1 지배 방정식
본 논문에서 적용된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연
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식이며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0
+

(1)

= −

+

(

44

−

)

(2)

여기서

( , ,

)는 각 좌표축

성분을 나타내고, p 는 정압,

( , , ) 방향의 평균 속도

는 레이놀즈 수,

−

는

Reynolds stresses를 나타낸다. Reynolds stress 계산을 위한 난류
모델로 k-ω-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4.2 수치해석 기법 및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차원 비압축성 RANS 코드로서 상용
CFD 코드인 STAR-CCM+를 활용하였다.
선체표면 및 공간격자 생성은 STAR-CCM+에서 제공하는 트
리머 격자 (trimmed mesh)와 경계층 격자 (prism layer)를 사용하
였다. 회전 구간을 제외한 전체 유동장 구간에는 유동의 특성
을 잘 해석하기 위하여 trimmed mesh, 회전구간에는 프로펠러
형상을 잘 구현하도록 polyhedral mesh를 사용하였다. 또한, 경
계층의 영향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propeller, hub 및 PBCF를
따라서 6 층의 프리즘 layer를 생성하였고, all y+ 벽함수 (wall
function)를 적용하였다. y+ 값은 선체의 경우 30, 프로펠러 날
개는 3보다 작은 수준이다. 프로펠러 후방에서 발생하는 유동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volumetric control이 적용되었다. 단독
조건 계산에서 사용된 격자의 개수는 PBCF가 없는 경우 600
만개, PBCF가 있는 경우 680 만개가 사용되었다. 자항 조건 계
산에서 사용된 격자의 개수는 PBCF가 없는 경우 740만개,
PBCF가 있는 경우 780만개가 사용되었다.
본 계산을 위하여 적용된 좌표계는 선체 고정 좌표계로써
45

유동 방향이 양(+)의 x축, 선박의 우현이 양의 y축이며 중력의
반대방향이 양의 z축으로 하고 선박의 중심면과 자유표면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하는 우수 좌표계이다. 계산 영역에 대
해서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계산 영역은 bow에서 inlet까지
1.0LBP, stern으로부터 선미방향으로 1.5LBP, 폭 및 깊이 방향으
로 1.0LBP로 설정하였다.

Figure 4-1. Computation domain for self-propulsion analysis.

Table 4-1에 단독 조건 및 자항 조건 해석방법에 대해서 나타
내었다. 단독 성능 해석 시 회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Moving Reference Frame (MRF)를 적용하였다. 자항 성능 해석시,
수렴과 효과적인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MRF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으로 수렴시켰고, 최종적으로 sliding mesh 방법을 사
용하여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unsteady를 고려하였다. 자항 계산
에서 주요 관심사는 PBCF 유무에 따른 차이이므로 계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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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유수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모형시험

으로부터 취득한 마찰저항 수정량을 사용하여 자항 조건에서
의 회전수를 선정하였다.
전체 해석 영역에서 입구 경계 조건은 Dirichilet 조건을 적
용하여 모형시험 속도를 사용하였다. 계산 영역의 측면 및 상
하면은 symmetry 조건을 사용하고 출구 경계에는 Neumann 조
건을 적용하였다. 선체의 벽면은 no-slip wall 조건이 적용되었
다.

Table 4.1 Description of the computational method.
Simulation

POW

Self-Propulsion

Governing equations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RANS)

Turbulence model

k-w SST

Scale

Model scale

Propeller rotation

Rotating Reference
Frame

Rotating Reference
Frame and Rotation

Free surface

-

Not considered
(symmetry boundary
condition)

Multi-phase flow

-

Not considered

Prediction of selfpropulsion point

-

2 RPS and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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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와 고찰
5.1 프로펠러 단독 조건 (Propeller Open water condition)
5.1.1 Comparison of normal and reverse POTs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펠러 단독효율과 후류 유동
장에 미치는 PBCF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reverse POT
system이 사용되었다. 이 계측시스템에서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유동장은 open boat에 의해서 교란 된다. 따라서, PBCF의 성능
평가 시험 전에 reverse POT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Figure 5-1에 reverse와 normal POT 조건에서 프로펠러 모델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계측하고 비교하였다. ∆

/

와 ∆

/

는 각각 두 계측시스템간의 프로펠러 추력과 토크의 상대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

는 프로펠러 단독 효율의 상대

적 차이를 나타낸다. 여기서 양의 값은 reverse POT에서의 값이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교 결과는 추력과 토크 모두
reverse
(∆

/

POT에서

증가했음을

)이 추력의 증가량 (∆

보여준다.
/

토크의

증가량

)보다 크기 때문에, reverse

POT에서의 단독효율이 normal POT보다 약 2% 작게 계측되고
있다. 전진비의 변화에 상관없이 효율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단독효율의 감소의 원인은 normal POT에서는 존재하
지 않는 상류의 open boat로 인한 프로펠러 유입류 교란과 허
브 보오텍스의 발생에 기인한다. 유입류의 불 균일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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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프로펠러와 PBCF가 normal POT와 비교하여 높은 하중 조
건 (heavier loading)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토크의 증가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reverse POT에서는 프로펠러 날개의 원주방
향 회전성분이 합쳐져서 허브 보오텍스로 발전하는데, 이는
normal POT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다. 허브 보오텍스는
전체 추력에 영향을 주며 이는 유동장 계측결과와 함께 논의
될 것이다.
유입류의 불 균일성과 허브 보오텍스 효과 때문에, reverse
POT의 결과는 모든 전진비 조건에서 normal POT와 비교하여
단독효율이 작게 계측된다. 하지만, 전진비에 따라 그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reverse POT는 정확한 전달마력의
추정이 아닌 PBCF로 인한 허브 보오텍스 효과의 비교에 적합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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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Global force measurements from the reverse POT
(top) and comparisons with the normal POT results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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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The standard boss cap and the baseline PBCF

Figure 5-2는 baseline PBCF의 유무에 따른 프로펠러의 동력계
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aseline PBCF를 적용함에 따라 프로
펠러 단독효율이 약 1.6% 증가하였다. 이러한 단독효율의 증
가는 주로 순 추력의 증가에 기인한다. 추력의 증가는 허브 보
오텍스의 소멸과 그에 따른 boss cap 뒤의 저압 (low-pressure)
구간 감소의 결과이다. 이는 후류 유동장 계측 결과와 함께 뒤
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PBCF는 또한 순 토크를 감소시켰
다. PBCF로 인한 토크 감소 (∆

/

)는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였고, 전진비 0.75에서 0에 근접하였다. 낮은 전진비
조건에서는, PBCF에 대한 하중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PBCF는
높은 전진비 조건하에서 보다 더 많은 음의 토크를 발생시켰
고 그 결과 순 토크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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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Comparisons of global force measurements with and
without the baseline P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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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과 5-4는 boss cap 뒤 4 개의 하류 위치에서 (x/R =
0.6, 1.0, 1.5, 2.0) 계측한 baseline PBCF 유무에 따른 회전하는 프
로펠러의 위상 평균 유동장 계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에서 x/R = 0.6 위치에서의 결과를 Figure 5-5와 5-6에 나타내었
다. 후류 유동장에서의 속도 벡터는 상류 방향으로 바라볼 때
시계방향의 회전성분을 보여주고 있고, 프로펠러에서 떨어지는
전형적인 팁과 허브 보오텍스가 관측되고 있다. 또한, 두 경우
모두에서 프로펠러 후류의 수축과 가속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tandard boss cap의 경우에 발생하였던 허브 보오텍스는 PBCF
설치에 따라 분산되었고, 이에 따른 허브 보오텍스의 소멸현상
이 잘 나타나고 있다. Boss cap 바깥 영역에서는 (r/R > 0.3) 두
경우의 속도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후류 유동장
에 대한 PBCF의 효과가 주로 허브 보오텍스 구간 내에서만
(r/R < 0.3)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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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Wake field measurements (x/R = 0.6, 1.0, 1.5, 2.0, J =
0.75, looking upstream): normalized axial velocity ( /
with on-plane vectors.
54

) contour

Figure 5-4. Wake field measurements (x/R = 0.6, 1.0, 1.5, 2.0, J =
0.75, looking upstream): normalized axial vorticity (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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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5-5. Wake field measurements (x/R = 0.6, J = 0.75, looking
upstream): normalized axial velocity ( /

) contour with on-plane

vectors.

Figure 5-6. Wake field measurements (x/R = 0.6, J = 0.75, looking
upstream): normalized axial vorti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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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our.

Figure 5-7과 5-8은 boss cap 뒤 4 개의 하류 위치에서 (x/R =
0.6, 1.0, 1.5, 2.0) 허브 보오텍스의 회전 중심 부의 (r/R < 0.3) 후
류 유동장의 x축 방향 속도와 와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PBCF가 없는 경우, 프로펠러 각 날개의 루트 부분에서 발생하
는 원주방향 유동이 합쳐진 강력한 허브 보오텍스가 관측되었
고 r/R = 0 위치에서 강한 음의 와도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PBCF가 있는 경우에는 허브 보오텍스 대신에 분산된 x축 방
향의 보오텍스가 관측 되었는데, 이는 PBCF가 프로펠러 각 날
개의 루트 부분에서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을 분산시켜 허브
보오텍스로 합쳐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허브 보오텍스
의 중심점에서는 강력한 회전 유동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고,
이는 허브 보오텍스 캐비테이션과 프로펠러 boss cap에 작용하
는 항력을 유발한다. 따라서 PBCF는 허브 보오텍스의 생성을
억제하여 그로 인한 저항 증가를 감소시키고 단독효율을 증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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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Wake field measurements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75: axial velo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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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our.

Figure 5-8. Wake field measurements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75: axial vorticity (
59

/

) contour.

Figure 5-9. The mean axial velocity ( /
vorticity (

/

) at r/R < 0.15 and axial

) along the x axis at J = 0.75: comparisons

between the results of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cases.

Figure 5-9는 r/R < 0.15 위치에서 공간 평균한 x축 방향 속도,
r/R = 0 위치에서 추출한 회전 중심에서의 와도 변화를 보여준
다. PBCF가 없는 경우, 후류가 하류로 전개함에 따라, 회전 중
심에서의 x축 방향 와도는 감소하고 속도성분은 선형적으로
회복된다. Baseline PBCF가 설치된 경우 boss cap 바로 뒤의 x축
방향 속도는 PBCF가 없는 경우보다 작은데 이는 PBCF에 의
한 음의 추력이 후류를 감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x축 방향
속도는 하류로 갈수록 PBCF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급격하
게 회복된다. PBCF가 없는 경우에는, 허브 보오텍스 내의 저압
구간이 속도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Baseline PBCF의 경우, 허브
보오텍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x축 방향 와도가 급격하게
60

감소한다. 프로펠러로 인한 회전력 때문에, x/R = 1.0에서 x축
방향 와도가 음이지만, 그 크기는 PBCF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
였을 때 현저하게 작다.
PBCF가 주로 작용하는 r/R < 0.3 구간에서의 속도분포의 변
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Figure 5-10에 표준 boss cap과
baseline PBCF에 대한 원주방향의 x축 방향 속도 비교결과를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주로 r/R < 0.1 영역에서의 유속
의 회복이 늦어졌는데 허브 보오텍스의 저압 구간의 영향이
r/R < 0.1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10. The axial velocity ( /

) inside r/R < 0.3:

comparisons between the results of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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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에 standard boss cap과 baseline PBCF에 대한 원주방
향 속도성분의 비교결과를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r/R
= 0.05 위치에서 원주방향 속도성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
경 방향의 속도 구배가 크기 때문에 강한 shear stress가 발생하
고, x축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빠르게 소산되고 있다. PBCF
의 영향으로 r/R < 0.2 영역에서 원주방향 속도 성분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r/R > 0.2 영역에서는 프로펠러 날개의
후류 영향을 크게 받아 PBCF 유무에 따른 유동 성분의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11. The circumferential velocity ( /

) inside r/R < 0.3:

comparisons between the results of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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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류 유동장에 대한 PBCF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
여, PBCF 유무에 따른 x축 방향 속도와 와도의 차이를 Figure
5-12와 5-13에 나타내었다. PBCF가 있는 경우의 x축 방향 속도
에서 PBCF 없는 경우의 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x축 방향 와
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Figure 5-12에서 보면,
r/R = 0.1 근방에서 PBCF의 음의 추력에 기인한 x축 방향 속도
의 감소가 명확히 관측된다. Figure 5-13에서 보여지는 상당한
양의 와도는 PBCF가 허브 보오텍스의 발달을 강력히 억제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PBCF가 허브 보오텍스의 거의 완
벽한 소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내며, 소멸된 허
브 보오텍스 주변으로 프로펠러 날개의 루트 부분 원주방향
유동이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를 동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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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2. Difference in wake field between cases with and
without baseline PBCF (x/R = 0.6, J = 0.75, looking upstream):
axial velo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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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our.

Figure 5-13. Difference in wake field between cases with and
without baseline PBCF (x/R = 0.6, J = 0.75, looking upstream):
axial vorticity (

/

65

) contour.

전진비 차이에 따른 PBCF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진
비 0.6에서의 후류 유동장을 계측하였고 Figure 5-14와 5-15에
나타내었다. 전진비 0.75의 결과와 유사하게, PBCF에 의해서
허브 보오텍스가 상당히 감소되었고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
텍스가 관측되었다. 전진비 0.6에서의 x축 방향 와도의 크기는
전진비 0.75보다 다소 컸다. 또한 프로펠러 날개의 루트 부분
원주방향 유동이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는 높은 프로펠
러 로딩 (또는 작은 전진비) 조건에서 강화 되었다. Figure 5-15
의 와도 contour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높은 전진비 조건보다
강한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는 허브 보오텍스의 소멸 위
치에서 축방향을 따라서 x축 방향의 secondary 보오텍스를 야
기하였다. Figure 5-16은 r/R < 0.15 위치에서의 x축 방향 와도의
공간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PBCF는 전진비 변화에 상관없이
x축 방향 와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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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4. Wake field measurements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6: normalized axial velocity ( /

) contour at the

rotational center (r/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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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5. Wake field measurements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6: normalized axial vorticity (

/

rotational center (r/R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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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our at the

Figure 5-16. Wake field measurements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6: normalized axial vorticity (

/

) at the rotational

center (r/R < 0.15).

와동의 중심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Q-criterion을
적용하여 전진비 0.6의 경우 Figure 5-17에 전진비 0.75의 경우
Figure 5-18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국부 최대값은 각 와
동의 중심을 의미한다. PBCF가 없는 경우, 와동의 중심이 명확
히 나타나고 있으며 높은 하중조건 (낮은 전진비)에서 와동의
세기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선 와도 해석 결과에서는 잘 나
타나지 않았지만, baseline PBCF의 경우 x/R = 0.6위치에서 x축
방향 방향 보오텍스가 약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것은 허브 보오텍스가 분산되고 남은 약화된 보오텍스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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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7.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at J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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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8.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at J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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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9와 5-20에 유동장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PBCF의
작동원리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Figure 5-19. Schematic for performance mechanism of PBCF
(without PBC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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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0. Schematic for performance mechanism of PBCF
(with PBC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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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Design parameter variations

PBCF 설계변수의 변화가 프로펠러 단독효율과 후류 유동장
에 미치는 영향은 전진비 0.75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Figure 521 ~ Figure 5-23은 설계변수인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 변화에 따른 추력, 토크, 단독효율의 상대적 변화를
(∆

/

, ∆

/

, ∆

/

) 보여주고 있다.

Fin chord length와 fin span height는 프로펠러 허브 직경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Fin chord length와 fin span height의 경우, 높은
설계하중 조건에서는 (큰 pitch 각도, 긴 fin chord 길이) PBCF가
상대적으로 큰 음의 토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

가 감소하

여 결국에는 음의 값이 된다. 추력의 경우, 허브 보오텍스의
발생을 억제함으로 인한 순 추력에서의 이득이 fin에 의해 발
생된 음의 추력을 압도한다. 즉, ∆

와 ∆

는 모든 하중 조건

에서 양의 값을 갖고 이는 PBCF가 고려된 모든 하중 조건에
서 명백한 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fin span height
변화의 경우, 낮은 하중 조건에서 순 추력이 감소한다. 이는
짧은 fin span height 조건에서는 fin의 높이가 허브 보오텍스의
발생을 적절히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허브 보
오텍스 약화에 따른 양의 추력이 fin에 의한 음의 추력을 압도
하지 못하여 순 추력의 증가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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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1. Comparisons of global force measurements
(∆

/

, ∆

/

, and ∆

/

)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at J = 0.75: pitch angle variations.

일반적으로 PBCF의 설계는 프로펠러 날개와 반대되는 유
입류 각도를 갖도록 fin을 설계한다. 이때, fin은 음의 추력과
토오크를 발생시킨다. Figure 5-21에서 가장 light loading case인
pitch angle이 56도인 경우, 프로펠러 날개와 fin의 기하학적
상대각도는 0도이지만, 프로펠러 날개 끝단에서 발생하는 원
주방향 유동으로 인해 fin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각도는 여전
히 프로펠러 날개와 반대 방향의 유입류 각도를 갖게 된다.
이 경우에도 허브 보오텍스는 충분히 억제되었고 fin이 상대
적으로 작은 음의 추력을 발생함으로 인해 가장 높은 효율
75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Figure 5-22. Comparisons of global force measurements
(∆

/

, ∆

/

, and ∆

/

)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at J = 0.75: fin chord length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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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3. Comparisons of global force measurements
(∆

/

, ∆

/

, and ∆

/

)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at J = 0.75: fin span height 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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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4는 설계하중 변화에 따른 ∆

/

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Figure 5-24. Comparisons of open water efficiency (∆

/

)

with design load configurations at J = 0.75.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 변화의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단독효율 곡선이 설계하중 변화에 따라서 선형적
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부터 최적의 pitch angle
과 chord length를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baseline PBCF보다 작
은 pitch angle이나 짧은 fin chord length에 해당하는 낮은 하중
조건이 단독효율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하게 낮은 하중조건을 갖는 PBCF는 프
로펠러 날개의 루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이 허브 보오텍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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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PBCF가
유효한 하중에 대한 최소치는 있을 것이다. Fin span height 변화
에서는, baseline PBCF 경우에서 ∆

/

의 최대치가 나타났다.

Figure 5-25는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boss cap 뒤 (x/R = 0.6)에
서의 x축 방향 속도 contour를 보여주고 있다. 동력계측 결과인
Figure 5-21 ~ Figure 5-23에서 하중의 증가에 따라 음의 추력이
증가하는데, 유동장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높은 하중조건에서 x축 근방의 속도는 낮은 하중조
건보다 더 많이 감속되었다.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PBCF의 회전중심에서의 (r/R = 0) x축
방향 속도에 대한 비교를 Figure 5-26에 나타내었다. ∆

/

에

서의 변화와 유사하게,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 변화에 따른
x축 방향 속도의 경향은 설계하중에 따라 비례적이었다. 반면
에 fin span height의 경우 비례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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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5. The axial velocity ( /

) contour near the

rotational center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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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6. Comparisons of the axial velocity ( /

) at the

rotational center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Figure 5-27은 x축 방향 와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 변화의 경우, baseline PBCF 경우
와 유사하게 프로펠러 날개의 루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이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가 생성되었고, 설계하중과 일치하
는 보오텍스 강도에서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Fin span height 변화의 경우, 설계하중 변화에 따라 분산된 x
축 방향의 보오텍스의 위치와 강도가 변하였다. 낮은 하중 조
건에서는 프로펠러 날개 루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을 충분히
분산시키지 못해 허브 부근에 x축 방향의 보오텍스가 x축 근
방에 위치하였고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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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보오텍스의 존재는 fin의 설계하중이 프로펠러 날개 루
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이 합쳐지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계하중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강도가 큰 x축 방향 보오텍스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허브
보오텍스를 소멸하는데 필요한 설계하중보다 PBCF의 설계하
중이 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Figure 5-27. The axial vorticity (

/

) contour near the rotational

center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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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8과 5-29에 fin의 설계하중에 따른 PBCF의 효율변
화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Fin의 설계하중이 최적 설계
하중 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브 보오텍스가 효과적으로 억
제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최적설
계 하중보다 높은 경우에는, 허브 보오텍스는 적절히 억제되지
만 fin의 과도한 음의 추력으로 인해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PBCF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허브 보오텍스
를 충분히 억제하면서 과도한 음의 추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5-28. Schematic of PBCF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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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9. Schematic of PBCF mechanism according to
variation of design load configurations.

Figure 5-30은 phase lag 변화에 따른 ∆

/

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단독효율의 최대치는 phase lag 12도에서 발생하고 있
지만, phase lag 변화는 다른 설계인자들과 비교하여 단독효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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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Phase lag 변화에 따른 단독효율의 변
화량은 약 0.1%이다.
후류 유동장 계측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Figure 5-31은
phase lag 변화에 따른 x축 방향 속도 분포, Figure 5-32는 x축
방향 보오텍스 contour를 보여주고 있다. Phase lag 변화에 따른
boss cap 후방위치에서의 x축 방향 속도 변화는 거의 없으며,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도 phase lag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의 상대적 위치는 변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독효율을 개선시키는 가장 필수적 요소인 허
브 보오텍스 감소 mechanism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Phase lag 변화에 상관없이 허브 보오텍스의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fin의 면적이 충분하여 fin이 어떠한 위치에 놓이
더라도 프로펠러 날개 루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이 허브 보
오텍스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핀의 면적이 작은
경우, phase lag에 따라서 허브 보오텍스의 생성 및 단독효율이
민감하게 변화한다. 이 경우에는 fin의 낮은 설계하중으로 인
한 단독효율의 개선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프로펠러 날개 루
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의 진행을 막아 허브 보오텍스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phase lag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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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0. Global force measurements with phase lag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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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igure 5-31. Wake field measurements with phase lag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axial veloc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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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our.

Figure 5-32. Global force and wake field measurements with phase
lag variations (x/R = 0.6 and J = 0.75): the axial vorticity (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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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5-33 ~ Figure 5-36에 PBCF 설계변수 변화에 대해서 Qcriterion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 변
화의 경우 높은 설계하중 조건에서 보오텍스의 중심부의 강도
가 크게 나타났다. Fin span height의 경우 x/R = 0.6 위치에서 프
로펠러 날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
가 관찰되고 있다. 이 보오텍스는 x/R = 1.0에서 합쳐지지만,
PBCF가 없는 경우와 같은 강력한 허브 보오텍스로는 발전하
지 못한다. 하류로 좀 더 진행함에 따라 합쳐진 보오텍스는 소
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Phase lag의 경우, 보오텍스의 강
도는 차이가 없으며 위치만이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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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3.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Pitch angl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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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4.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Fin chord
length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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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5.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Fin span heigh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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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6. Q-criterion for vortex identification: Phase lag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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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전산해석 결과의 고찰

프로펠러 날개와 fin의 루트부근 유동 계산 결과를 Figure 537에 나타내었다. PBCF의 fin이 프로펠러 날개의 압력면과 흡
입면에서 boss cap 후방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진로를 방해하여
허브 보오텍스로의 발전을 막고 있다. 또한, fin이 프로펠러 날
개와 반대의 받음각을 갖도록 설계되어 negative 토크와 추력
이 발생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Figure 5-37. Flow visualization around the root of propeller
blade and fin.
Figure 5-38에 PBCF 유무에 따른 프로펠러 후류의 난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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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시화 하기 위하여 전진비 0.75에 대해서 Q = 1000일 때의
등치면 (iso-surface)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프로펠러 날
개에 의해 발생하는 팁 보오텍스는 두 경우 모두 유사하였다.
PBCF가 없는 경우, 모형시험과 유사하게 boss cap 바로 뒤에서
허브 보오텍스가 생성되며 강한 음의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PBCF가 부착된 경우, fin에 의해서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원주
방향 유동이 분산되어 허브 보오텍스가 완화되었고 허브 중심
부에서 하류 방향으로 압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원주방향 유동이 fin에 의해 분산되는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Figure 5-39에 x/R = 0.09,
0.179, 0.269, 0.359, 0.448 위치에서 boss cap 부근의 와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프로펠러 각 날개 루트 부분에
서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이 boss cap을 지나면서 모여 boss cap
끝단에서 합쳐져 강력한 허브 보오텍스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
타나고 있다. 반면 PBCF가 있는 경우, x/R = 0.269, 0.359 위치에
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fin이 프로펠러 각 날개에 의해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이 합쳐져 허브 보오텍스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 Boss cap 끝단을 지나면서 프로펠러 흡입면에서 발생한
양의 와도와 fin에 의해 발생된 반대방향의 와도가 서로 상쇄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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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8. Iso-surfaces of Q = 1000 colored with static pressure
for without and with P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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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9. Wake field near the rotational center at J = 0.75: axial
vorticity ( /

) contour (x/R = 0.09, 0.179, 0.269, 0.35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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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0에 r/R < 0.1과 0.15 위치에서 공간 평균한 x축 방
향 속도 변화를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형시험과 같은
위치에서 평균을 낸 r/R < 0.15의 계산결과는, 모형시험과 유사
하게 PBCF 부착에 따라 boss cap 바로 뒤에서 유속이 감소하
고 후방으로 진행함에 따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다만, 유속
의 크기가 모형시험보다는 다소 크게 계산되는데 이는 수치
소산과 난류 모형의 특성상 모형시험에서 발생하는 boss cap
뒤의 복잡한 난류현상을 완벽하게 모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r/R < 0.1 구간에서 평균한 유속의 크기가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5-40. The mean axial velocity ( /

) at r/R < 0.10 and

0.15 along the x axis at J = 0.75: comparisons between the results of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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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1에는 r/R = 0 위치에서 추출한 와도 값을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PBCF 부착에 따라 모형시험 결과와 유사
하게 와도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ure 5-40의 유속결과와 마찬가지로 PBCF가 없는 경우 모형
시험보다 작은 와도 값이 계산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수치 소산
및 난류 모형의 한계로 판단된다.

Figure 5-41. Axial vorticity (

/

) along the x axis at J = 0.75:

comparisons between the results of standard boss cap and baseline
PBCF cases.

99

Figure 5-42에 fin chord length에 변화에 따른 PBCF 효과에 대
해서 모형시험 결과와 전산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Baseline
PBCF의 경우 0.9%의 효율 개선으로 모형시험과는 약 0.7% 차
이가 나지만 chord length 변화에 따른 경향은 모형시험과 잘
일치하였다.

Figure 5-42. Comparison of ΔηO between CFD and model test
with variation of fin chord length at J=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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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항 조건 (Self-Propulsion condition, SP)
5.2.1 모형시험 결과와 고찰

PBCF 부착이 선박의 추진효율에 주는 영향은 허브 보오텍
스의 감소로 인한 저항의 감소 (추력의 증가)와 fin에 의한
negative 토크의 발생으로 순 토크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선박의 추진효율을 구성하는 요소 중 선체효율과 상대
회전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선체효율은 (1 − t)/(1 − w) 이고, 여기서 t는 추력감소계수, w
는 반류계수이다. 허브 보오텍스 감소에 의하여 추력이 증가하
게 되면 추력감소계수가 감소하고 이는 선체효율의 증가로 나
타난다.
상대회전효율은 자항점에서의 토크와 자항점과 동일한 추력
계수를 갖는 단독 조건에서의 토크의 비율이다 (Q단독/Q자항).
PBCF 부착에 따라 fin에 의한 음의 토크가 발생하면 상대회전
효율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Table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seline PBCF 부착에 따라 자
항 조건에서 약 2.3%의 추진효율 개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펠러 단독 조건에서 나타난 약 1.6%의 개선효과 보다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력감소계수 감소로 인하여 약 0.8%
의 선체효율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자항점에서의 토크의 값이
작아져서 상대회전효율 또한 약 1%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토크의 값이 작아진 이유는 fin에 의한 negative 토크의 발생과
자항점에서의 회전수 감소에 의한 프로펠러 토크의 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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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점의 회전수가 PBCF 부착에 따라 약 0.6% 작아졌는데 이
에 대해서는 전산해석 결과와 함께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허
브 보오텍스 감소로 인한 저항감소 (추력증가)와 negative 토크
로 인한 효율개선이라는 PBCF의 효과를 자항요소의 변화가
잘 설명하고 있다.

Table 5-1.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factors between
without and with baseline PBCF.
Standard boss cap

Baseline PBCF

RPS at SP point

6.849

6.810

Thrust deduction

0.216

0.208

Wake fraction

0.283

0.282

ηH

1.094

1.103

Comp. of
ηH (%)

-

0.82

ηR

1.025

1.036

Comp. of
ηR (%)

-

1.07

ηO

0.674

0.675

ηD

0.755

0.772

Comp. of
ηD (%)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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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F로 인한 개선효과가 프로펠러 단독 조건보다 자항
조건에서 약 0.7% 크게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 이유는, 자항 조건에서는 선체 반류로
인하여 PBCF의 작동 범위인 프로펠러 루트 부근의 하중이
크고 이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의 강도가 프로펠러 단독
조건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항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단독 조건보다 PBCF에 의한 효율 개선의 여지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러더의 존재이다.
PBCF 부착에 따라 러더의 저항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PBCF가 없는 경우보다 작은 회전수에서 자항점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5.2.2 전산해석 결과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5.2.2 전산해석 결과와 고찰
5.2.2.1 PBCF 작동 원리

전산해석결과를 바탕으로 PBCF의 작동원리를 살펴보았다.
Figure 5-43에 finite wing에 작용하는 유동흐름을 나타내었다.
Wing이 전진할 때, 양력을 발생시키는 bound 보오텍스가 발생
하고, 이로 인해 날개의 끝단에서 downward 방향의 유동흐름
이 유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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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3. Finite wing theory.

Figure 5-44에 허브 보오텍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프로펠러 각 날개의 bound 보오텍스에 의해 유기
된 날개 끝단에서의 downward 유동이 boss cap을 지나면서 합
쳐져 허브 보오텍스로 발전한다.
Figure 5-45에는 PBCF의 작동원리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
다. 프로펠러 날개에 의해 유기된 원주방향 유동과 반대방향의
유동흐름을 발생시켜 boss cap 부근의 원주방향 유동을 약화시
켜 허브 보오텍스로의 발전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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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4. Hub vortex formation mechanism.

Figure 5-45. PBCF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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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6와 5-47에 PBCF 유무에 따른 boss cap 주변 유선
흐름을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프로펠러 각 날개
trailing edge의 root 부분에서 발생한 강한 원주방향 유동이
boss cap을 지나면서 합쳐져 허브 보오텍스로 발전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PBCF가 부착됨에 따라, 프로펠러 날개에 의
해 발생한 강한 원주방향 유동이 fin에 의해 약화되어 허브 보
오텍스로의 발전을 막고 있다.

Figure 5-46. Stream line around boss cap of without PBC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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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7. Stream line around boss cap of with PBCF case.

Figure 5-48과 5-49에 PBCF 부착에 따른 boss cap 주변 유동
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Q=1000에 대한 등치면
(Iso-surface)을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각 날개의 root
에서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에 의한 강력한 허브 보오텍스가
나타나고 있다. PBCF가 부착됨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는 사라
졌지만, 프로펠러 root에서 발생한 보오텍스와 fin의 팁에서 발
생한 보오텍스가 합쳐져 fin 개수 만큼의 보오텍스가 허브 중
심 바깥영역에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형태의 보오텍스
는 허브 보오텍스로 발전하지 않아 boss cap의 저항을 증가시
키는 저압구간이 형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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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8. Iso-surface of Q=1000 for without PBC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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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9. Iso-surface of Q=1000 for with PBCF case.

Figure 5-50에는 길이 방향에 따른 Q=1000에 대한 등치면과
단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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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0. Iso-surface of Q=1000 for without and with P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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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전산해석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 비교

Table 5-2에 전산해석 결과와 모형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PBCF 부착에 따른 자항점의 회전수, 추력, 토오크 변화에서
모형시험과 전산해석 결과가 정성적, 정량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다.

. =

ℎ

−

ℎ

100

ℎ

Table 5-2.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results between model
test and CFD.
CFD

모형시험
w/o
PBCF

w/
PBCF

Comp.
(%)

w/o
PBCF

w/
PBCF

Comp.
(%)

N (1/s)

6.8490

6.81

-0.57

6.9539

6.9283

-0.37

T (N)

48.519

48.038

-0.99

48.596

48.241

-0.73

Q (N*m)

2.1257

2.081

-2.10

2.219

2.182

-1.67

KT

0.1946

0.1949

0.15

0.1891

0.1891

0.01

10KQ

0.3158

0.3127

-0.98

0.1398

0.3168

-0.94

nQ
(N*m/s)

14.56

14.17

-2.66

15.43

15.1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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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러더가 PBCF의 효과에 주는 영향 검토

러더가 PBCF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
선 러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3에 나타내었다. PBCF 부착에 따라 선체에 작용하는 저
항은 큰 변화가 없어 자항점에서의 회전수의 변화도 적었다.
PBCF 부착에 따라 프로펠러에 소요되는 동력은 약 1.1% 감소
하였다

Table 5-3. Comparison of global force calculation with and
without PBCF in Self-Propulsion condition without rudder.

Thrust(N)
Case

Torque(Nm)

n
(rps)

nQ
(Nm/s)
Prop.

Fin

Prop.

Fin

without
PBCF

6.9865

45.87

-

2.147

-

15.00

with
PBCF

6.9763

45.91

-0.0924

2.134

-0.0075

14.83

Comp.
(%)

-1.12

Table 5-4는 자항 조건에서 PBCF 유무에 따른 선체와 러더에
작용하는 저항값을 보여주고 있다. PBCF가 부착됨에 따라 선
체에 작용하는 저항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러더에 작용하는
저항이 약 15%, 그에 따라 전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저항이 약
0.4% 작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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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Comparison of resistance in Self-Propulsion condition
with rudder.
Resistance (N)
Case
Hull

Comp.(%)

Rudder

Comp.(%)

Total

Comp.(%)

without
PBCF

78.53

0.00

2.18

0.00

80.71

0.00

with
PBCF

78.49

-0.05

1.870

-14.40

80.36

-0.44

Table 5-5에 PBCF 유무에 따른 회전수, 추력, 토크, 동력 계
산결과를 비교하였다. PBCF를 부착함에 따라 전달마력이 약 2%
가 감소하여 러더가 없는 경우보다 약 0.9% 추가적인 효율 개
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프로펠러 단독 조건보다 자항 조건에
서 PBCF의 효과가 컸던 모형시험 결과의 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PBCF 부착에 따라 러더의
저항이 감소하여 더 작은 회전수에서 자항점이 발생했기 때문
이다. 자항점에서 회전수의 감소는 프로펠러에 소요되는 동력
(nQ)을 작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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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Comparison of global force calculation with and
without PBCF in Self-Propulsion condition with rudder.
Thrust(N)
Case

n
(rps)

without
6.9539
PBCF
with
PBCF

6.9283

Torque(Nm)
nQ
(Nm/s)

Prop.

Fin

Prop.

Fin

48.60

-

2.22

-

15.43

48.06

0.1834

2.19

-0.0055

15.12

Comp.
(%)

-2.03

러더 유무에 따라 PBCF의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러더 주변의 유동장 결과를 검토
하였다.
Figure 5-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는 전 후방의 압력
차를 통해 추력을 발생시킨다. Figure 5-52는 프로펠러 단독 조
건에서의 프로펠러 후류 유동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 조건의
경우 프로펠러 유입류가 균일하여 프로펠러 좌우현의 추력 차
이가 없고, 따라서 허브 보오텍스가 프로펠러 중심선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게 된다. 러더가 있는 경우, 저압의 허브 보오텍
스가 러더 전면과 만나면서 러더 저항을 감소시킨다. PBCF 부
착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가 감소하게 되면 boss cap 후방의 압
력 회복으로 boss cap의 저항은 감소하지만 러더의 저항은 증
가하여 PBCF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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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1. Actuator disc theory.

Figure 5-52. CFD results for wake field behind working propeller
in POW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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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항 조건의 경우, 선체에 의한 반류로 인해 프로펠러의 좌
우현 추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프로펠러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 우현의 추력이 좌현 보다 크고 이는 우현의 압
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Figure 5-53과 5-54에
보이는 바와 같이 허브 보오텍스는 좌현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자항 조건의 경우 PBCF 부착에 따
른 러더 저항의 변화가 단독 조건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낼 가
능성이 있다.

Figure 5-53. Wake measurement behind working propeller in
towing tank (Se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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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4. CFD results for wake field behind working propeller
in Self-Propulsion condition.

Figure 5-55와 5-56에 러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PBCF 유무
에 따른 Q = 1000일 때의 등치면 (iso-surface)에서의 압력분포
를 나타내었다. PBCF가 없는 경우, boss cap 바로 뒤에서 허브
보오텍스로 인한 강력한 저압구간이 형성되고 있다. PBCF 부
착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 감소로 인한 boss cap 후방의 압력회
복은 선체로 보았을 때는 저항의 감소지만 (또는 추력의 증가),
러더로 보았을 때는 leading edge 부분의 압력 회복으로 러더
저항의 증가 요인이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브
보오텍스가 좌현으로 휘어지는 현상에 의해 boss cap 뒤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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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으로 인한 러더 저항의 증가량이 감소될 수 있다.
대상선의 경우 boss cap과 러더 간의 간격이 충분하여 허브
보오텍스가 러더의 좌현으로 흘러가지만, 대상선보다 boss cap
과 러더 간의 간격이 좁은 선박이나 러더의 형태가 다른 경우
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oss cap과 러더
간의 간격, 러더의 형태도 PBCF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설계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5-55에서 보면 PBCF가 없는 경우 허브 보오텍스가 러
더와 만나면서 러더 주변의 유동 교란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PBCF 부착에 따른 허브 보오텍스 감소로 러
더 주변 유동이 교란되는 영역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러
더 후방부의 압력이 PBCF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회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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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5. Iso-surfaces of Q = 1000 colored with static pressure for
without and with PBCF in Self-Propulsion condition (Por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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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6. Iso-surfaces of Q = 1000 colored with static pressure for
without and with PBCF in Self-Propulsion condition (Starboar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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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회전에 의해서 프
로펠러 축을 기준으로 러더 상하의 유입 각도가 상반된다. 이
에 따라 러더의 상단부는 우현으로, 하단부는 좌현으로 양력이
발생한다.

Figure 5-57. Angle of attack of inflow to rudder leading edge.

PBCF 유무에 따른 러더 표면 압력분포 변화를 Figure 5-59 ~
5-61에 나타내었다. 계산시 고려한 z 방향 위치는 Figure 5-58에
나타내었다. 러더의 우현 (Starboard side) 위치에서의 압력 분포
는 PBCF 유무에 상관없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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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러 축 위치에서는, PBCF 부착에 따라 러더 leading edge 부분
에서 압력이 회복되어 PBCF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양
력이 감소하여 x 방향 저항이 증가하였다. 축 보다 0.2R 아래
위치에서는, PBCF가 부착됨에 따라 유동이 교란되는 영역이
줄어들어 러더 leading edge 부근 에서는 유동 가속에 의한 압
력 저하가, 후방부에서는 압력회복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고 이에 따라 러더 전후방 모두 x 방향 저항이 감소하고 있다.
축보다 0.2R 위쪽 위치에서는, 허브 보오텍스로 인한 유동 교
란 영역이 적었기 때문에 PBCF 부착에 따른 러더 표면의 압
력변화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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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8. Location of pressure distribution on rudder surface.

123

Figure 5-59. Pressure distribution along x axis at z = 0.2R up
from propeller shaf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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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0. Pressure distribution along x axis at z = center from
propeller shaf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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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1. Pressure distribution along x axis at z = 0.2R down
from propeller shaf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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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F 부착에 따른 러더 저항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하여 러더에 작용하는 힘 성분을 pressure, shear 항목으
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5-62는 러더에 작용하는 pressure force의 x 방향 성분
을 나타내고 있다. PBCF 부착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가 존재하
는 축 위치에서 저항이 증가하였지만, 러더 하단부의 유속 증
가로 인한 저항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ure 5-62. Comparison of pressure force on rudder in xdirection between with and without P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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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3은 러더에 작용하는 shear force의 x 방향 성분을
나타내고 있다. PBCF 부착 여부에 상관 없이 shear에 의한 러
더 저항의 변화는 거의 없다.

Figure 5-63. Comparison of shear force on rudder in x-direction
between with and without PBCF.

Figure 5-64는 러더에 작용하는 total force의 x 방향 성분을 나
타내고 있다. PBCF 부착에 따라 러더 하단부의 저항 감소로
러더 전체 저항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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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4. Comparison of total force on rudder in x-direction
between with and without PBCF.

PBCF 부착에 따라 러더의 저항이 약 15% 감소하였고 러더
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PBCF의 효과가 약 0.9%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장 및 동력 계산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
다. PBCF의 효과가 모형시험에서 1∼2%로 평가되는 수준을 고
려하였을 때, PBCF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러더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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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프로펠러 루트의 하중 변화가 PBCF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프로펠러 단독 조건과 자항 조건은 프로펠러 전체로 보았을
때는 동일한 추력을 발생하지만, 프로펠러 유입류의 차이로 인
하여 단독 조건보다 자항 조건에서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하
중이 크다. PBCF의 주요 작동 범위는 프로펠러 루트 부근이므
로 이와 같은 하중의 차이는 두 조건에서 PBCF의 효과에 차
이를 줄 수 있다.
Figure 5-65에 단독 조건과 자항 조건에서 PBCF 유무에 따른
Q = 2000일 때의 등치면 (iso-surfaces)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내
었다. 단독조건의 경우, 자항점과 동일한 추력을 내는 전진비
(J = 0.675)에서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자항 조건에서 프로펠러
로 유입되는 속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 (1 − ) ∙

= (1 − 0.283) ∙ 1.802 = 1.292

(5)

단독 조건과 비교하여 자항 조건에서 Q = 2000의 등치면의
반경이 작아졌지만, 압력저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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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5. Comparison of pressure distribution on Iso-surfaces
of Q=2000 between POW and SP conditions.

Table 5-5에 boss cap 끝단으로부터 0.1R 위치에서 PBCF 부착
에 따른 압력변화 비를 나타내었다. 단독 조건의 경우, PBCF
부착에 따라 93.6% 압력 회복이 되었고, 자항 조건의 경우
122.3%로 상대적으로 압력회복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항
조건에서 허브 보오텍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BCF로 인한 압력회복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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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Comparison of pressure recovery due to PBCF
between POW and SP conditions.
−

Cp =
Condition

(1 2

)

w/o PBCF

w/ PBCF

Ratio of Cp
Increase (%)

POW

-0.834

-0.053

93.6

SP

-1.724

0.384

122.3

5.2.2.4 PBCF 효과에 대한 레이놀즈수 영향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PBCF의 효과는 모형시험에서 1
∼2%, 실선 시운전에서는 2∼10%로 편차가 심하지만 평균 5%
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선에서 PBCF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레이
놀즈 수의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레이놀즈수가 커짐에 따라 Figure 5-66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로 유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허브 근처 보다는 허
브 바깥영역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진다. 프로펠러 유입
류의 속도가 빨라지면 프로펠러 날개 유입류의 입사각이 작아
지므로 동일한 추력을 내는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허브 부근의
하중이 크게 된다. 따라서, 실선에서 허브 보오텍스의 강도가
커지고 이는 PBCF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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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6. Comparison of nominal wake between model and
full scale ships.

Table 5-6에 모형 및 실선 스케일에서의 PBCF의 효과를
pressure와 viscous component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Pressure
항목의 경우 레이놀즈수 및 fin 유입류의 입사각 변화로 KT의
크기는 감소 KQ의 크기는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실선 스케일
에서의 PBCF의 효과가 증가하게 된다. Viscous 항목의 경우 레
이놀즈수 증가에 따라 점성저항 성분이 작아져 마찬가지로 추
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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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Pressure and viscous components of the effect of PBCF
(Kawamura [2012]).
ΔKTFIN (%)

ΔKQFIN (%)

Pressure

Viscous

Pressure

Viscous

Model scale

-2.18

-0.12

-1.29

0.04

Full scale

-2.02

-0.06

-1.40

0.02

Figure 5-67. Comparison of the effect of PBCF at model and full
scale Reynolds numbers (Kawamu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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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및 실선 스케일에서의 PBCF 효과를 Figure 5-67에 비교
하였고, 실선 스케일에서 PBCF의 효과를 Table 5-7에 positive와
negative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Positive 항목으로는 ΔKTBOSS (허
브 보오텍스 감소효과 증대), ΔKTFIN (Fin drag 감소), ΔKQBALDE
(프로펠러 부하감소), ΔKQFIN (Fin의 negative torque 증가)가 있
고, negative 항목은 ΔKTBALDE (프로펠러 부하 감소)이다. 실선
스케일에서 전체적으로 PBCF의 효과가 증가하여 추진효율이
약 0.6% 증가하였다.

Table 5-7. Comparison of the effect of PBCF at model and full
scale Reynolds numbers (Kawamura [2012])

Component

Model scale

Full scale

ΔKTBALDE (%)

0.52

0.41

ΔKTBOSS (%)

2.29

2.50

ΔKTFIN (%)

-2.30

-2.08

ΔKQBALDE (%)

0.12

0.07

ΔKQFIN (%)

-1.25

-1.38

Δη (%)

1.7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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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Schematic of PBCF effect according to design load
configuration of PBCF and hub vortex strength of model and full
scale ships.

모형선

실선

Cp on boss cap
(w/o PBCF)*

-2.7

-3.0

Cp on boss cap
(w/ PBCF)*

-0.2

-0.2

프로펠러 루트부 하중
(허브 보오텍스 강도)

100

110

PBCF 설계 하중

110

100

110

100

PBCF 효과

Low

High

High

Low

* : Kawamura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형시험보다 실선 시운전에서
PBCF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모형선과 실선에서의 PBCF의 설계를 동일하게 설계
한 경우이다. Table 5-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형선과 실선에서
동일한 PBCF design을 적용하였을 때, PBCF의 설계하중이 실선
의 허브 보오텍스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하면 실선에서 PBCF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설계하중이 실선의 허브
보오텍스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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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모형시험에서

PBCF의 효과가 나타났더라도 실선에서의 효과는 줄어들 수가
있다. 따라서, 실선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하중이 모형 스케일
보다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PBCF를 설계한다면 추가적인 효
율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2.2.4 PBCF 부착에 따른 프로펠러 날개의 하중 변화

PBCF 부착에 따른 프로펠러 날개의 하중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Figure 5-68 과 Table 5-9 에 프로펠러 날개 압력면에서의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다. PBCF 부착에 따라 프로펠러 날개
압력면 루트 부분의 압력이 회복되어 날개의 추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크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PBCF 가
저항체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Fin 의 음의 추력과 토크로
인해 PBCF 부착시 boss cap 의 추력 및 토크가 감소하고 있다.

Table 5-9. Variation of thrust and torque of propeller blades due
to installation of PBCF.
Without PBCF

With PBCF

Blade

Cap

Blade

Cap

KT

0.1744

-0.001385

0.1748

-0.001420

10KQ

0.31081

0.00001

0.31101

-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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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8. Comparison of propeller blade loads between
without and with PB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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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력 및 유동장 계측 모형시험을 통해 PBCF
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최적 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또한 모형시험으로 다양한 설계 인자를 고려한
PBCF의 최적설계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현
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전산해석을 통한 PBCF의 설계 가능
성을 살펴 보았다.
프로펠러 단독조건에서 series 모형시험을 통해 PBCF 설계변
수 변화에 따른 동력 및 유동장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PBCF 유무에 따른 동력 및 유동장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이후 설계변수인 pitch angle, fin chord length, fin span height, phase
lag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유동장 계측을 통하여
PBCF가 효과적으로 허브 보오텍스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boss cap 후방의 저압구간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프로펠러 단독 효율개선에 도움이 되는 PBCF의 작동
원리를 확인하였다. 추진시스템의 순 추력의 증가는 전진비에
상관없이 단독효율을 약 1.6% 개선시키고 있다. 설계변수 변
화에 대해서는, 낮은 하중조건 - 특히 pitch angle과 fin chord
length의 경우 – 에서 단독효율이 증가하고 있다. Fin span height
변화의 경우, 낮은 하중 조건에서 프로펠러 루트에서 발생한
원주방향 유동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단독효
율이 감소하였다. 높은 하중 조건에서는, 분산된 x축 방향의
보오텍스의 강도가 커졌고 그에 따라 역시 단독효율이 감소하
였다. Phase lag의 변화는 다른 설계변수와는 다르게 단독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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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PBCF의 설계하중조건을 조절함으로써 프로펠러의 단
독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단독 조건에서 모형시험
과 동일한 모형 및 조건에 대한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고, 모형
시험과의 비교를 통해 전산 해석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PBCF는 선박의 반류장에서 작동하므로, 실질적인 PBCF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항시험을 수행하였다. 자항 조건에서
는 PBCF의 효과가 약 2.3%로 단독 조건보다 약 0.7% 추가적
인 개선 효과가 있었다. 모형시험 및 전산해석을 통해 자항 조
건에서 PBCF의 효과가 크게 계측된 원인을 파악하였고,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BCF 부착에 따른 러더 저항
의 감소이다. 이는 PBCF 부착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로 인한
유동 교란의 감소로 러더 후방부의 압력이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boss cap과 러더 간의 간격 및 러더 형태도
PBCF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설계 요소임을 알 수 있
다. 두 번째 이유는, 단독 조건과 자항 조건의 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하중 차이이다. 자항 조건에서는 선체 반류로 인하여
PBCF의 작동 범위인 프로펠러 루트 부근의 하중이 크고 이에
따라 허브 보오텍스의 강도가 프로펠러 단독 조건보다 크기
때문에 PBCF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력 및 유동장 계측을 통한 허브
보오텍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PBCF 의 최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PBCF 의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써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설계 하중조건 변화, 선체 반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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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루트 부분의 하중 조건, 러더가 PBCF 효과에 주는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선체, 프로펠러,
PBCF, 러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다른
형태의 ESD 설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설계 procedure 를
확보하였다.

141

참고문헌
http://www.imo.org
http://komec.kr
Marine and shipbuilding Monthly, 2009
http://becker-marine-systems.com
Patent No. PCT/KR2012/007347
Dang, J., Chen, H., Dong, G., Ploeg, A. V., Hallmann, R. and Mauro, F.,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working principles of Energy
Saving Devices (ESDs)”, Symposium on Green Ship Technology, Wuxi,
China.
W.J.Kim, D.H.Kim and S.H.Van, 1997, “Study on the calibration of a
five-hole Pitot-tube for the wake measure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34, No. 2, pp. 11-19.
Kim, W. J., Van, S. H., and Kim, D. H., 2001, “Measurement of flows
around modern commercial ship models”, Experiments in Fluids, Vol.
31, No. 5, pp.567-578.
S.H.Van, H.S.Yoon, Y.Y.Lee, I.R.Park and W.J.Kim, 2003,
“Measurement of flow around KRISO 138K LNG carrier model”,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0, No. 2, pp.
1-10.
Chesnaks, C. and Jessup, S., 1998, “Experimental characterization of
propeller tip flow”, Proceedings of 22nd Symposium on Naval
Hydrodynamics, Washington, DC, pp. 156–169.
Cotroni, A., Di Felice, F., Romano G.P. and Elefante, M., 2000,
“Investigation of the near wake of a propeller using particle image
velocimetry”, Experiments in Fluids, No. 29, pp. 227–236.
Calcagno, G., Di Felice, F., Felli, M. and Pereira, F., 2002, “Propeller
wake analysis behind a ship by stereo PIV”, Proceedings of 24th
Symposium on Naval Hydrodynamics, Fukuoka, pp. 112–127.
Di Florio D, Di Felice F and Romano GP, 2002, “Windowing,
reshaping and re-orientation of interrogation windows in PIV for the
142

investigation of shear flows”, Measurement Science and Technology,
48(2): 168.
D. Felice F, D. Di Florio, M. Felli, and G.P. Romano, 2004,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propeller wake at different loading
condition by PIV”, Journal of the Ship Research, No. 48, pp. 168–190.
Wieneke, B., 2005, “Setero-PIV using self-calibration on particle
images”, Experiments in Fluids, Vol. 39, No. 2, pp.267-280.
Felli M, Falchi M and Di Felice F, 2009, “PIV analysis on the
mechanism of evolution and interaction of the propeller tip vortices
with a rudder”,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09, Melbourne.
Felli M, Falchi M, Pereira F and Di Felice F, 2010, “Dynamics of the
propeller wake structures interacting with a rudder”, Proceedings of the
28th symposium on naval hydrodynamics, Pasadena, California.
Mario Felli and Massimo Falchi, 2011, “Propeller tip and hub vortex
dynamics in the interaction with a rudder”, Experiment in Fluids, No.
51, pp: 1385-1402.
Stella A, Guj G, Di Felice F and Elefante M, 2000,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propeller wake evolution by means of LDV and flow
visualizations”, Journal of Ship Research, No. 44, pp. 159–173.
Lee, S.J., Paik, B.G. and Lee, C.M., 2004, “Phase-averaged PTV
measurements of propeller wake”, Journal of Ship Research No. 49, pp.
43–54.
Lee, S.J., Paik, B.G., Yoon, J.H. and Lee, C.M., 2004, “Three
component velocity field measurements of propeller wake using
stereoscopic PIV technique”, Experiments in Fluids, No. 36, pp. 575–
585.
Paik, B.G., Lee, C.M. and Lee, S.J., 2005, “Comparative measurement
on flow structure of marine propeller wake between open free surface
and closed surface flows”,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10 (3), 123–130.
Seol, D. M., Seo, J., and Rhee, S. H., 2013, “Towed Underwater PIV
Measurement for Free-Surface Effects on Turbulent Wake of a SurfacePiercing Body”,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143

Engineering, Vol. 5, pp.404-413.
Ogura, M., Koizuka, H., Takeshita, H., Kohno, Y., Ouchi, K., and
Shiotsu, T., 1988, “A Screw Propeller Boss Cap with Fins”, UK Patent
Application, GB 2194295 A.
Ouchi, K., Ogura, M., Kono, Y., Orito, H., Shiotsu, T., Tamashima, M.,
and Koizuka, H., 1988, “A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BCF
(propeller boss cap fins)-improvement of flow from propeller bos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Japan, Vol. 163, pp.66-78
(in Japanese).
Ouchi, K., Tamashima, M., and Arai, K., 1991, “Reduction of propeller
cavitation noise by PBCF (propeller boss cap fins)”, Journal of the
Kansai Society of Naval Architects, Japan, Vol. 216, pp.65-73 (in
Japanese).
Ouchi, K., Tamashima, M., Kawasaki, T., and Koizuka, H., 1989, “A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2nd
report: study on propeller slipstream and actual ship performa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Japan, Vol. 165, pp.43-53
(in Japanese).
Hansen, H.R., Dinham-Peren, T., and Nojiri, T., 2011, “Model and full
scale evaluation of a ‘propeller boss cap fins’ device fitted to an
Aframax tank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ine Propulsors (SMP 11), 15-17 June, Hamburg, Germany.
Hsin, C.-Y., Lin, B.-H., and Lim, C.-C., 2008, “The Optimum Design
of a Propeller Energy-Saving Device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CCFD5), Seoul, Korea, July 7 – 11,
2008.
Nojiri, T., Ishii, N., and Kai, H., 2011, “Energy-saving technology of
PBCF (propeller boss cap fins) and its evolution”, Marine Engineering,
Vol. 46, No. 3, pp.63-71.
Kawamura, T., Ouchi, K., and Nojiri, T., 2012, “Model and full-scale
CFD analysis of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4, pp.469-480.

144

Yu Sun, Yumin Su, Xiaoxiang Wang and Haizhou Hu, 2016,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es of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propeller boss cap fins in a propeller-rudder system”,
Engineering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Vol. 10,
No. 1, pp. 145–159.
Lim, S.-S., Kim, T.-W., Lee, D.-M., Kang, C.-G., and Kim, S.-Y., 2014,
“Parametric study of propeller boss cap fins for container 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Vol. 6, No. 2, pp.187-205.
B.W. Han, J.H. Seo, S.J. Lee and S.H. Rhee, 2016, “Parametric study
on hub vortex reducing effects of Propeller Boss Cap Fins by force and
wake field measurements”,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nsport
Phenomena and Dynamics of Rotating Machinery.
Li, P. C., Zhou, W. X. and Dong, S. T., 2014, “A design method of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Ship Building of China, No. 55, pp.
19–27.
Ma, C., Cai, H. P. and Qian, Z. F., 2014, “The design of propeller and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by an integrative method”, Journal of
Hydrodynamics, No. 26, pp. 586–593.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2005, “Test Uncertainty”,
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Performance Test Code,
19.1.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2014, “Open water test”, ITTC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 7.5-02-03-02.1, revision 03.
D.W. Park, M,G Kim and S.G. Kang, 2013, “Uncertainty Analysis for
the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Test of Ship Model”,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0, No. 5, pp.1-9.
Kim, J.-H., Choi, J.-E., Choi, B.-J., Chung, S.-H., and Seo, H.-W., 2015,
“Development of energy-saving devices for a full-slow-speed ship
through improving propulsion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Vol. 7, No. 2, pp.390-398.
Park, S., Oh, G., Rhee, S. H., Koo, B.-Y., and Lee, H. B., 2015, “Full
Scale Wake Prediction of an Energy Saving Device b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cean Engineering, Vol. 101, pp.254145

263.
Min-Geon Kim, Hyung Taek Ahn, Jin-Tae Lee and Hong-Gi Lee, 2014,
“Fully Unstructured Mesh based Computation of Viscous Flow around
Marine Propeller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51, No. 2, pp.162-170.
Jung-Eun Choi, Jung-Hun Kim and Hong-Gi Lee, 2011,
“Computational Study of the Scale Effect on Resistance and Propulsion
Performance of VLCC”,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Vol. 48, No. 3, pp. 222-232.
Lam, W. H.,Hamill, G. A. and Robinson, 2013, “Initial wash profiles
from a ship propeller using CFD method”, Ocean Engineering, No. 72,
pp. 257–266.
Watanabe, T., Kawamura, T., Yoshihisa, T.,Maeda,M., and Rhee, S. H.,
2003, “Simulation of steady and unsteady cavitation on a marine
propeller using a RANS CFD cod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avitation, Osaka, Japan, 1–8.
Xiong, Y., Wang, Z. Z. and Qi, W. J., 2013, “Nume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boss cap fins on efficiency of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No. 12, pp. 13–20.
Zhu, Z. F. and Fang, S. L., 2012, “Numerical investigation of cavitation
performance of ship propellers”, Journal of Hydrodynamics, No. 24, pp:
347–353.

146

Abstract

Experimental study on hub vortex
reducing effect of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according to variation of design
parameters
Bum-woo Han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the global force and wake fields of a propeller
and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with design parameter variations
were measured by a series of model tests. The effects of the PBCF on
the global force and wake fields were initially identified, and this was
followed by tests in which the pitch angle, fin length, fin height, and
phase lag of the PBCF were varied.
Propeller Open Water tests (POW)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ulsion efficiency and wake fields of a
propeller with propeller boss cap fins (PBCF), with special attention to
hub vortex dynamics. A towed underwater stereoscopic particle image
velocimetry system was used to measure the near wake fields of a fivebladed propeller and a PBCF model. Through model test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appearance of a low-pressure area, resulting in
about 1.6% increase in propulsion efficiency, which was caused by a
reduction of the hub vortex, behind a boss cap was the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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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to propulsion efficiency gains from PBCF rather than a
decrease in net torque. Global force and wake fields were also
measured in response to design parameter variations of PBCF (fin
length, fin height, pitch angle, and phase lag). In the cases of pitch
angle and fin length variations, PBCF with a light loading design had
better propulsion efficiency than the original PBCF. However, in the
case of a short fin height for light loading, the hub vortex was not
entirely prevented, and the total propulsion efficiency decreased. Under
heavy loading conditions, excessive negative thrust and torque
degraded the propulsion efficiency. Phase lag variations were less
effective with respect to the propulsion efficiency than other design
parameter variations.
Because PBCF works actually under the wake zone of hull form,
Self-Propulsion tests (SP)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 of
PBCF on reduction of delivered power, resulting in about 2.3%
reduction which is 0.7% more than result of POW.
For the optimal design of PBCF, close examination for various
design parameters, wake due to hull form, propeller geometry, rudder
and etc. must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ollow
the optimal design procedure with consideration on various factors
through the model tests which need considerable time and cost,
therefore the design procedure utilizing CFD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alternative.
In CFD analysis for SP condition, the reasons why the effect of
PBCF in SP condition was more than in POW condition were
investigated. The reasons are summarized in two. Firstly, reduction in
resistance of rudder due to PBCF installation reduced the revolution of
rps at SP point, resulting in decrease of delivered power. With PBCF
installation, disturbance of flow on the rudder surface due to hub vortex
diminished and therefore the resistance of rudder was reduced
according to disappearance of hub vortex. Secondly, the effect of PBCF
could be higher in SP condition because the strength of hub vortex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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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of POW condition.
In this study, the optimal design procedure for PBCF was suggested
through CFD as well as the force and wake field measurement. As
considerations for PBCF design, design loading configuration of PBCF
according to variation of design parameters, the strength of hub vortex
due to the wake of hull form, the effect of rudder were suggested.
Design procedure applicable for other type ESD was secured through
sufficient understanding on the correlation among hull, propeller, PBCF
and ru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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