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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회전 프로펠러 성능 해석 연구

초  록

 본 논문은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에 의한 토오크 최소화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여 이를 추진기 기초설계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단일 프로펠러의 형상과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수렴성과 수치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는 

선체반류 속도성분 중 원주방향의 원주방향 평균속도와 속도 

포텐셜이 유기하는 속도를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계산 과정에서 

전방 및 후방 프로펠러의 크기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기속도 계산 과정에서 계산점과 특이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울 

경우 Singular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류의 

위치좌표를 고려하여 계산점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코오드방향 

패널수와 반경방향 패널수를 바꾸어가며 수렴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전진비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값과 계산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운동량 이론에 따른 계산값과 

수치계산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수치계산의 결과가 

타당한 값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해석은 먼저 전방 프로펠러 해석을 

통해 KT, KQ값을 계산하고 후방 프로펠러의 위치에서 유기속도를 

계산하여 다시 후방 프로펠러 해석을 통해 KT, KQ값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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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반복하여 결과값이 수렴하면 그 값을 확인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수치계산 시 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값이 있는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프로펠러는 Chen and Reed(1990)가 실험을 수행한 DTRC CRP, 

Miller(1976)가 실험을 수행한 4 x 4 CRP, 4 x 5 CRP이다.

 전진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값과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범위에서 어느정도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용 중인 캐나다 ISE社의 무인 

반잠수정 Dorado의 형상정보를 참고하여 상반회전 프로펠러와 

단일 프로펠러가 선체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단일 프로펠러와 비교할 때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경우 토오크가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어 선체 경사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무인 반잠수정에 설치할 

추진기로써 단일 프로펠러보다 상반회전 프로펠러가 토오크 

최소화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상반회전 프로펠러, CRP, 무인 반잠수정, semi-submersible AUV

학  번 : 2013-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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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무인 반잠수정(unmanned semi-submersible vehicle)은 스노켈(snorkeling) 

항해 중인 잠수함과 같은 방식으로 항해하는 함정이다. Fig. 1.1에서와 

같이 무인 반잠수정은 수면 아래의 몸체, 수면 밖으로 노출되는 

통신장비, 길게 예인되는 예인체(SONAR 또는 영상장치 등의 센서)로 

구성된다. 무인 반잠수정은 캐나다의 ISE社에서 1980년대에 개발에 

성공한 ARCS가 시초이다. 그 후, 미국 Lockheed Martin社 등에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많은 선진국 해군은 무인 반잠수정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ig 1.1. 무인 반잠수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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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반잠수정은 수상정과 잠수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로 대기뢰전 및 대잠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무인 반잠수정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비교적 얕은 수심과 

다양한 운반체를 이용하여 신속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중탐색 및 선저검사 등과 같은 민간목적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박이며, 항해 시 수선면적(waterplane 

area)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파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1.2.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 설계

 무인 반잠수정이 항해 시 프로펠러의 회전운동에 따라 발생하는 

토오크에 의해 횡요각이 발생한다. 이는 수중익을 설치하여 보정이 

가능하다. 예인체를 끄는 경우 끌지 않는 경우보다 횡요각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횡요각의 증가는 수중익으로 보정할 수 있지만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수중익에 작용하는 양력()은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양력계수를 의미한다. 수중익에 작용하는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선체에 작용하는 

토크가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중익을 이용하여 프로펠러에 의해 

발생하는 횡요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예인체를 운용하는 경우 수중익을 

이용한 자세 제어에 제한이 발생한다.(Fig 1.2.) 즉, 수중익만을 이용하여 

자세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수중익의 양력 감소로 인한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토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기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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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예인 시 수중익에 작용하는 양력이 감소하는 이유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토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쌍축 

프로펠러(twin propeller), 전류 고정자(pre swirl stator) 또는 후류 고정자(post 

swirl stator)를 포함한 프로펠러, 상반회전 프로펠러(Contra-rotating propeller, 

CRP)가 있다. 각각의 추진방식에 따른 특징을 Fig 1.3.에서 비교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프로펠러의 토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무인 

반잠수정의 운용목적을 고려해 볼 때 상반회전 프로펠러가 가장 적합한 

추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토크 보상 단점

Twin Shaft 엔진의 모든 운전범위 높은 비용, 중량 증가 등 비효율적

Pre- or 
Post- Swirl 

Stator
특정 축속도

일부 운항속도에서 토크 불균형

※ 추진력/속도 일정한 경우 적합

CRP 엔진의 모든 운전범위 설계 및 제작 복잡

Table 1.1. 추진기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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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개요

 본 논문은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 설계 시 기초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개략적인 수치계산 방법은 패널법을 사용하여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가 상호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하여 최종 유입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프로펠러의 추력과 토오크를 계산하여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계산 과정에서 사용한 경계치 문제의 정식화 및 프로펠러 기하학에 

관한 내용을 2장에서 다루었고, 3장에서 유기속도 계산 시 고려한 내용, 

성능해석 알고리즘 등 상반회전 프로펠러 성능해석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유기속도 계산결과의 수렴성을 확인한 결과와 단일 

프로펠러의 실험값을 이용하여 유기속도 계산 결과를 검증한 내용을 

다루었다. 5장에서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해석 결과와 무인 

반잠수정에 설치할 프로펠러로서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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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치 문제의 정식화

2.1.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정상 유동 중의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포텐셜을 

기반으로 한 패널법을 사용하였다.[J-T Lee, 1987]

 3차원의 공간에 닫혀 있는 경계면 로 구성된 유체 와 유체  

방향으로 향하는 단위 법선 벡터 을 가지는 유체장을 가정하였다. 

상세한 모식도는 Fig. 2.1.에서 보이고 있다.

 경계면 는 물체표면(body surface)인 와 후류면(wake sheet) , 

그리고 물체와 후류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경계면 ∞으로 구성된다. 

물체는 유입속도가 ∞인 유체장에 놓여있으며, 유체  내부의 유체는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성으로 가정하였으며, Laplace 방정식을 

만족하는 교란속도 포텐셜(perturbation velocity potential)이 존재한다.

∇       (1)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계면 에 경계조건을 도입함으로서 경계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1) 운동학적 경계조건 : 물체 표면 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   (2)

 여기서 는 물체 표면에서의 단위 법선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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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류면에서의 경계조건 : 후류면 는 두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법선 속도 점프와 압력 점프는 없지만, 포텐셜 점프는 

있다고 가정하였다.

∆   (3)

∆
 



 
 



 
 



 (4)

 정상상태의 양력문제에 대해서 후류면에서의 포텐셜 점프는 물체 

주위의 순환(circulation)으로서 같고 크기는 이고 유입방향으로 

일정하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5)

(3) 날개 뒷날에서 Kutta 조건 : 날개 뒷날 상에서 순환을 유일하게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날개 뒷날에서 유체의 속도는 유한한 값을 

가진다.

∇ ∞ (6)

(4) 무한 원방에서의 경계조건 : 바깥 경계면 ∞가 물체로부터 무한하게 

멀어짐에 따라 물체에 기인하는 교란속도는 없어진다고 가정한다.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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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 Green의 정리를 적용한 물체의 일반적인 표기(Le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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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분방정식의 구성

 경계면 로 둘러싸인 유체영역에서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는 

Green의 정리를 만족하고, 2차 편미분 방정식인 Laplace 방정식을 적분 

방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Green's 2nd Identity를 이용하여 식 (8)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때 적분구간은 프로펠러 날개와 허브(), 

프로펠러에 의한 반류()로 나누어 수행한다.

 
 








 


 
·∇ 

 






 





∆

 


  




(8)

 :  
 :  

 : 계산점의 위치

 : 특이점의 위치

∆ : 반류면에서 포텐셜의 차이

 프로펠러면과 그로부터 임의의 떨어진 거리에서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식 (8)에서 구한 포텐셜을 미분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결과는 식 

(9)와 같다.

 

∇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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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펠러의 형상 정의

 프로펠러의 형상을 표현할 때 날개 단면을 실린더 곡면 상에 쌓아 

올려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펠러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린더 곡면상의 날개가 위치할 나선상에서 날개 단면을 정의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직교 좌표계로 표현하기 위해 좌표 변환과정을 수행해야 

한다.(김유철, 2006)

2.3.1. 날개 단면의 정의

 날개 단면을 정의하기 위한 좌표계는 피치선(pitch helix)을 따라 

정의한다. 피치선의 방향을 으로 정의하고 의 수직인 방향을 로 

정의한다. 그리고 의 원점은  인 경우이다. 이와 같이 좌표계를 

정하고, 캠버와 두께의 값을 이용하여 날개 단면을 정의한다. 각 

반경에서의 코오드 길이를 곱한 값을 축에 나타내고, 평균선에 두께의 

절반을 더해서 날개의 흡입면으로 나타내고, 평균선에 두께의 절반을 뺀 

값을 날개의 압력면으로 나타낸다.(Fig. 2.2)

 


·

 ±

 max


×max 

 max


×max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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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날개 단면의 정의(김유철, 2006)

 Fig. 2.2.와 같이 정의된 프로펠러의 날개 단면을 나선 좌표계에서 스큐

(skew)와 레이크(rake)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나선 좌표계는 Fig. 2.3과 

같이 나타낸다.

 cossin  cossin
    tan

(11)

여기서 는 전체 레이크를 나타낸다. 전체 레이크는 기하학적 레이크와 

스큐로 인해 유기되는 레이크(skew induced rake)가 더해진 값이며, 는 

피치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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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나선 좌표계에서 날개 단면의 정의(김유철, 2006)

 나선좌표계로 표현된 프로펠러 날개 표면상의 점 를 먼저 원통좌표계

에서 표현하고 이를 다시 직교좌표계로 변환한다.

 날개 표면상의 점을 원통 좌표계로 표현한 식은 다음과 같다.

 

 

cossin
 

cossin
 sincos

(12)

 위 식을 직교좌표계로 변환한 식은 다음과 같다.

 sincos
     

cossin 
     

cossi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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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로펠러와 후류의 패널화

 패널법을 이용하여 식 (8)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의 날개, 허브 

및 후류면의 형상을 정의하고 이를 패널화해야 한다. 다음의 각 장에서 

프로펠러 각 부분의 형상에 대한 정의와 패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2.4.1. 프로펠러 날개의 패널화

 프로펠러는 서로 균등한 간격을 이루고 있는 k개의 날개와 축 대칭인 

허브로 이루어져 있다. 동일한 간격과 축 대칭이라는 형상을 이용하면 

기준이 되는 한 개의 날개와 그 날개에 속한 허브의 일부분만을 패널화 

함으로써 전체 프로펠러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주 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날개와 그들의 허브부분 위에 분포된 특이점()에 의해 

주 날개와 그 허브부분의 계산점()에 미치는 영향은 주 날개와 그 허브 

부분 위에 분포된 특이점에 의해 나머지 날개와 그들의 허브부분의 

계산점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그러므로 전체 프로펠러의 영향은 

계산점을 각 날개의 위치로 바꿔주면서 주 날개와 그 허브 부분의 

특이점들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 날개의 

형상 및 패널 구성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전체 프로펠러를 다룰 수 있다.

 앞서 2.3.1장에서 언급된 프로펠러 날개의 좌표를 이용하여 날개를 

패널화한다. 날개를 N개의 코드방향 패널과 M개의 반경방향 패널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패널의 코드방향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co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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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의 반경방향 위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cos
    ⋯  (15)

 패널의 코드방향으로는 cosine 간격, 반경방향으로는 half cosine 간격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간격이 정상유동 중 수치계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였다.[Kerwin and Lee, 1978]

 주어진 피치, 스큐, 날개의 코드 길이, 레이크, 캠버, 두께의 값들을 식 

(14), (15)의 값으로 변환 후 식 (13)을 이용하면 각 패널 상의 꼭짓점의 

좌표를 얻을 수 있다.

2.4.2. 허브의 패널화

 프로펠러의 허브는 Fig. 2.4와 같이 프로펠러의 날개가 위치한 부분과 

그 전류 및 후류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J-T Lee, 1987]

 (i) 날개 위치 부분

 전체적인 모양은 반경 를 갖는 원통으로 가정하며, N개의 축 방향 

패널과 날개와 날개 사이를 개의 회전방향 패널로 나눈다. 

허브부분과 날개부분은 축 방향으로는 cosine 간격으로 나누고, 

회전방향으로는 균등간격을 적용하였다.

 (ii) 후류 부분

 반경 를 갖는 원통과 그 반경이 0이 되는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축 방향 길이는  , 로 정의하였다. 이 때 뒷부분에서 반경의 변화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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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방향의 간격은 half cosine 간격을 적용하며, 회전방향의 간격은 

균일 간격을 적용한다. 여기서  ,  이다.

 (iii) 전류 부분

 전류 부분은 후류 부분과 같은 모양을 가지며, 그 길이를 로 

정의한다. 축 방향 간격은 half cosine 간격을 사용하여 날개 주변에 

보다 많은 패널을 분포시켰으며, 회전방향으로는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균일 간격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를 적용하였다.

Fig. 2.4. 허브의 형상 표기(Lee, 1987)



- 15 -

2.4.3. 후류의 패널화

 Greeley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펠러의 후류면을 패널화하였다. 

[Greeley, 1982] Fig. 2.5.와 같이 후류면을 가정하고, 후류면의 roll-up이 

발생하는 점(일반적으로 프로펠러 반경의 1.5배만큼 후류방향으로 

떨어진 위치)을 중심으로 앞/뒷부분으로 나눈다. 후류면의 뒷부분에서 

피치각은  Loukakis 정리에 의해 계산한다. 프로펠러 날개의 뒷날부터 

roll-up 발생점까지 영역에서는 날개의 뒷날을 따라 후류면의 

피치각()이 유입 유동의 피치각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이 영역에서 

피치각이 로부터 피치각에 따라 변하는 3차 곡선 형태라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피치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면 후류면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계산된 후류면의 위치를 이용하여 적분방정식 

형태의 지배방정식을 풀면 날개의 뒷날을 따라 유기되는 속도(, )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치각()을 다시 계산한다. 새롭게 

구한 피치각을 이용하여 후류면의 새로운 위치를 구하고, 위의 절차를 

피치각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후류면의 위치를 구한다.

 이 때  tan 

 ,   tan 

  이다.

Fig. 2.5. 프로펠러 후류의 패널(Le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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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류 상 패널의 간격은 후류면의 축 방향과 반경 방향에 대해 half 

cosine간격으로 나누었으며, roll-up이 발생하는 점 이후의 영향은 그 

점에 sink원판이 있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J-T Le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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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utta 조건

 앞서 2.2.절에서 비점성을 가정하여 적분방정식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날개 뒷날에서 유한한 속도를 갖는 유일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 (6)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날개 뒷날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 

포텐셜의 차이가 후류면의 세기와 같다고 가정하였다.[Morino, 1974] 이 

조건은 2차원 유동과 같이 반경방향으로 유동이 없는 경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3차원 유동의 경우 반경방향 유동의 영향으로 인해 

후류면에서 힘이 0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날개의 뒷날에 수직인 유동성분을 추가시키고, 후류면에서 힘이 0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Kutta 조건을 제안하였다.[Lee, 1987] 이 후 

Hsin(1990)이 발전된 수치계산 방법인 Iterative pressure Kutta 조건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sin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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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반회전 프로펠러 성능해석 방법

3.1. 프로펠러 성능해석 방법

3.1.1.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

 

 성능해석은 정상상태에서 수행된다.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는 조화 

해석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중 식 (17)과 같이 원주방향으로 

평균한 속도(0-차 조화차수 속도)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cos

sin

 


  




cos

sin

 


  




 cos

 sin

(17)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최종 속도( )는 전/후방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 ()와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이다.


 (18)

 이 때 이며, 는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에 의해 유기되는 속도이다. 즉, 교란된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라고 한다면 는 교란된 속도 포텐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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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비회전성,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 ∇×
 → ∇×  for ∈

∇· → ∇·
  → ∇·  for ∈

(19)

 그러므로 는 vector identity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후방 프로펠러의 최종 유입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전방 

프로펠러로부터 후방 프로펠러의 위치까지 유기하는 속도를 

반경방향으로 허브에 서 날개 끝까지( ∼) 계산한다. 그리고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와 유기속도를 합한다.(Fig. 3.1.)

  
∇  (20)

 반경방향으로 허브에서 날개 끝 위치에서 식 (20)을 통해 계산된 

유입속도를 후방 프로펠러의 크기가 고려되도록 프로펠러 직경의 비율에 

따라 위치를 보정해 주어 최종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후방 프로펠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방 프로펠러의 최종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후방 프로펠러가 전방 프로펠러의 반경방향으로 허브에서 

날개 끝 위치까지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하고, 이 값과 불균일 선체 

반류속도 값을 더한다.(Fig. 3.1.)

  
∇  (21)

 앞서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를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브에서 

날개 끝 위치까지의 유입속도 식 (21)을 프로펠러의 직경의 차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각 프로펠러의 직경의 비율에 따라 위치를 보정하여 

최종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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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전방 및 후방 프로펠러 유입속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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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후방 프로펠러 유입속도 위치 결정

 식 (9)에서 속도를 계산하고자 하는 계산점과 프로펠러, 허브 및 

후류면에 분포된 특이점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속도세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점의 위치가 매우 가까워지면 Singular Behavior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이한 속도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즉, 

수치적으로 특이점과 계산점 사이 거리에 반비례하도록 속도의 세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분모가 0에 가깝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특이 속도는 실제 물리적 현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한 속도 형태는 실제 현상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치기법을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속도 계산점의 위치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후방 프로펠러의 후류형상이 생성된 후에 이 후류형상을 통해 

위치좌표를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특이점과 계산점의 위치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계산점의 위치를 결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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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계산점 위치 결정 시 고려사항



- 23 -

3.1.3. 성능해석 알고리즘

 주어진 선체 반류속도에 의해 작동하는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에 대해 패널법을 수행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한다.(Fig. 3.3.) 

패널법을 이용하여 전방 프로펠러에 의해 후방 프로펠러에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하고, 이 값을 선체 반류속도와 합하여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계산된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를 이용하여 

후방 프로펠러에 대해 패널법을 수행한다. 앞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후방 프로펠러가 전방 프로펠러에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한 결과와 선체 

반류속도를 합하여 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두 

프로펠러의 KT, KQ값이 매우 작은 차이로 수렴하게 되면 그 값을 최종 

결과값으로 출력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실제로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의 계산이 반복된 횟수는 

3~4회를 넘지 않았으며, 5회 이상 계산이 반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Fig. 3.3. 상반회전 프로펠러 성능해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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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펠러 유기속도 계산 검증

4.1. 프로펠러 수치계산 시 고려사항

 프로펠러에서 임의의 거리에 있는 점에서 속도를 계산하는 수치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Kerwin(1978)이 밝힌 바와 같이 후류에서 날개 

끝에서 transition wake까지는 보오텍스 면(vortex sheet) 형태이며, 그 

뒷부분인 ultimate wake 구간에서는 보오텍스 선(vortex line) 형태로 

생성된다.(Fig. 4.1.)

Fig. 4.1. 후류 모델링에 따른 각 부 명칭(Kerwin, 1978)

 일반적으로 프로펠러의 transition wake는 x/R=1.5로 설정하여 해당되는 

위치까지 후류의 영향을 고려한다. 그리고 유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점의 세기는 날개와 허브의 각 패널에서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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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렛(∆)과 소오스( ·)를 분포시켰으며, 후류의 각 패널에 

일정한 세기를 가지는 더블렛(∆)을 분포시켰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후류는 수축이 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치적으로 팁 보오텍스에서의 수축각(contraction angle, )을 15°로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일반적으로 전방 

프로펠러의 직경이 후방 프로펠러의 직경보다 큰 형태를 취한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전방 프로펠러의 후류 안에 후방 프로펠러를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유입속도 계산 과정에서 속도의 회전방향 성분이 각 프로펠러의 

회전방향에 맞게 설정되도록 하였다.

4.2. 프로펠러 성능 해석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해석을 수행하기 앞서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계산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결과가 있는 프로펠러를 선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성능해석 프로그램이 타당한 

결과값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2.1. 프로펠러 유기속도 수렴성 검증

 단일 프로펠러로부터 임의의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 유기하는 속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프로펠러를 

선정하여 수치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Koyama(1993)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DTRC4119 프로펠러와 

DTRC4842 프로펠러의 형상 정보를 이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DTRC4119 프로펠러는 우회전 프로펠러로서 3개의 날개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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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큐와 레이크가 없고 설계 전진비는 0.833이다. DTRC4842 프로펠러는 

우회전 프로펠러로서 5개의 날개를 가지며 설계 전진비는 0.905이다. 

프로펠러의 형상은 Fig 4.2.에 도시하였다.

Fig 4.2. DTRC4119, DTRC4842 프로펠러 형상

 수치계산 결과값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드방향 패널수(NC)와 

스팬방향 패널수(MR)를 바꿔가며 유기속도의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특성 상 전류방향과 후류방향의 유기속도를 모두 

계산하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하였다. 먼저 스팬방향 패널수를 

20개로 설정하여 코오드방향 패널수를 30개에서 60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수렴성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스팬방향 패널수를 30개로 설정하여 

코오드방향 패널수를 30개에서 60개까지 변화시켜 가며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전류방향 계산점의 위치는 에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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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류방향 계산점의 위치는  의 위치에서 수행하였다.(Fig 4.3.)

Fig 4.3. 전류방향 및 후류방향 유기속도 계산위치

 Fig 4.4, Fig 4.5.에서는 DTRC4119 프로펠러의 후류방향으로 

 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계산한 유기속도를 Axial, Radial, 

Tangential 성분별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ig 4.6, Fig 4.7.에서는 

전류방향으로 의 위치에서 계산한 유기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속도 성분별 계산값을 비교해 본 결과 코오드방향 패널수 40개와 

스팬방향 패널수 20개 이상에서는 충분히 수렴된 결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가장 적은 패널수를 가지는 

코오드방향 패널수 40개와 스팬방향 패널수 20개를 사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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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DTRC4119    에서 유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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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DTRC4119    에서 유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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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DTRC4119   에서 유기속도



- 31 -

Fig 4.7. DTRC4119   에서 유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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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프로펠러 단독성능 해석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계산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DTRC4119 

프로펠러와 DTRC4842 프로펠러의 수치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 4.8.은 DTRC4119 프로펠러의 성능해석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한 것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실험값과 적색원으로 표시된 계산값이 

설계 전진비 0.833을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TRC4842 프로펠러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KT와 10KQ를 비교하여 보았다.(Fig 4.9.) 마찬가지로 설계전진비 

0.905를 포함한 전체적인 범위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실험값과 

적색원으로 표시된 계산값이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수렴성과 성능해석 결과값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해석 수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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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DTRC4119 프로펠러 성능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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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DTRC4842 프로펠러 성능해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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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운동량 이론에 따른 계산결과 검증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계산값의 검증을 위해 운동량 이론에 

따른 계산결과를 함께 비교해 보았다. 운동량 이론에서 프로펠러는 

원판(actuator disk)으로 간주하며 이 원판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프로펠러의 작동을 설명한다. Fig 4.10.에서 평면 ◯B 에 

프로펠러가 위치하며, 평면 ◯A 를 지나는 유체의 속도를 라고 했을 때 

평면 ◯B 에서 유체속도를  라 하고 평면 ◯C 에서 유체속도를 

 로 놓을 수 있다. 이 때 는 축 방향 유동계수이며, 이 값을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transition wake 위치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DTRC4119 프로펠러가 설계전진비 0.833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운동량 

이론에 의해 구한 값과 수치 계산값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운동량 이론 :   at     

수 치  계 산 :   at     

 운동량 이론에 의한 결과와 수치계산 결과가 약 2%의 차이를 보이며 

이를 통해 수치해석 결과가 이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10. 운동량 이론에 따른 프로펠러 디스크의 속도 변화



- 36 -

5. 상반회전 프로펠러 성능 해석

5.1. 대상 프로펠러 선정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DTRC CRP, 4 X 4 

CRP, 4 X 5 CRP의 3가지 프로펠러 형태를 채택하였다. 이 프로펠러 

형상을 채택한 것은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계산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주어진 프로펠러이기 때문이며, 과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수치해석이 수행된 프로펠러로써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통해 성능 해석 방법과 결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DTRC CRP의 전방 프로펠러는 DTRC5067이며 날개수가 7개이고 직경 

6.096m, 확장면적비 0.632이다. 후방 프로펠러는 DTRC5068이며 날개수가 

5개이고 직경 5.182m, 확장면적비 0.507이다. 두 프로펠러의 직경의 

비율은   이며, 두 프로펠러의 간격은  이다. 이 때 

, 는 전방 및 후방 프로펠러의 직경을 나타낸다.

 4 x 4 CRP의 전방 프로펠러는 DTRC3686이며 날개수가 4개이고 직경 

0.3052m, 확장면적비 0.303이다. 후방 프로펠러는 DTRC3687A이며 

날개수가 4개이고 직경 0.2991m, 확장면적비 0.324이다. 두 프로펠러의 

직경의 비율은   이며, 두 프로펠러의 간격은  이다.

 4 x 5 CRP의 전방 프로펠러는 DTRC3686으로 4 x 4 CRP와 동일한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후방 프로펠러는 DTRC3849이며 날개수가 5개이고 

직경 0.2993m, 확장면적비 0.379이다. 두 프로펠러의 직경의 비율은 

 이며, 두 프로펠러의 간격은  이다.

 세 가지 프로펠러의 형상과 세부제원은 Table 5.1, Table 5.2, Table 

5.3.에 각각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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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C

5067

      
0.25 2.3470 0.0000 0.0000 0.1455 0.008152 0.0337

0.28 2.3587 0.0000 0.8334 0.1501 0.013073 0.0326

0.30 2.3800 0.0000 1.6667 0.1548 0.017704 0.0314

0.35 2.4230 0.0000 3.3334 0.1642 0.024782 0.0286

0.40 2.4115 0.0000 5.0000 0.1733 0.028885 0.0254

0.50 2.2801 0.0000 8.3333 0.1898 0.030105 0.0188

0.60 2.1145 0.0000 11.6667 0.2038 0.025915 0.0139

0.70 1.9800 0.0000 15.0000 0.2149 0.021684 0.0115

0.80 1.9030 0.0000 18.3333 0.2226 0.019012 0.0106

0.90 1.8569 0.0000 21.6666 0.2120 0.019200 0.0098

0.95 1.7976 0.0000 23.3333 0.1642 0.020800 0.0077

1.00 1.6893 0.0000 25.0000 0.0000 0.019200 0.0000

DTRC

5068

      
0.29 1.7598 0.0000 0.0000 0.1802 -0.0081 0.0344

0.30 1.7780 0.0000 0.2090 0.1815 -0.0056 0.0340

0.32 1.8502 0.0000 0.9173 0.1861 0.0034 0.0327

0.35 1.9850 0.0000 1.9797 0.1930 0.0172 0.0307

0.40 2.2400 0.0000 3.7505 0.2041 0.0372 0.0271

0.50 2.5100 0.0000 7.2921 0.2239 0.0501 0.0203

0.60 2.5180 0.0000 10.8337 0.2405 0.0445 0.0154

0.70 2.4854 0.0000 14.3753 0.2536 0.0392 0.0129

0.80 2.4380 0.0000 17.9168 0.2625 0.0353 0.0119

0.90 2.3100 0.0000 21.4584 0.2489 0.0332 0.0111

0.95 2.1257 0.0000 23.2292 0.1934 0.0337 0.0088

1.00 1.8000 0.0000 25.0000 0.0000 0.0387 0

Table 5.1. DTRC CRP의 형상 및 세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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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C

3686

      

0.20 1.426 0.0000 0.0000 0.1075 0.0015 0.0238

0.30 1.396 0.0000 0.0000 0.1250 0.0364 0.0211

0.40 1.366 0.0000 0.0000 0.1400 0.0430 0.0185

0.50 1.336 0.0000 0.0000 0.1548 0.0396 0.0159

0.60 1.310 0.0000 0.0000 0.1695 0.0353 0.0133

0.70 1.291 0.0000 0.0000 0.1787 0.0280 0.0108

0.80 1.278 0.0000 0.0000 0.1750 0.0249 0.0081

0.90 1.269 0.0000 0.0000 0.1500 0.0206 0.0055

0.95 1.267 0.0000 0.0000 0.1220 0.0175 0.0042

1.00 1.26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DTRC

3687A

      

0.20 1.289 0.0000 0.0000 0.1100 0.0020 0.0238

0.30 1.291 0.0000 0.0000 0.1335 0.0303 0.0211

0.40 1.295 0.0000 0.0000 0.1530 0.0351 0.0184

0.50 1.302 0.0000 0.0000 0.1700 0.0339 0.0159

0.60 1.311 0.0000 0.0000 0.1823 0.0319 0.0133

0.70 1.326 0.0000 0.0000 0.1898 0.0280 0.0108

0.80 1.344 0.0000 0.0000 0.1833 0.0242 0.0081

0.90 1.361 0.0000 0.0000 0.1520 0.0216 0.0055

0.95 1.369 0.0000 0.0000 0.1220 0.0199 0.0042

1.00 1.376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Table 5.2. 4 x 4 CRP의 형상 및 세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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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C

3686

      

0.20 1.426 0.0000 0.0000 0.1075 0.0015 0.0238

0.30 1.396 0.0000 0.0000 0.1250 0.0364 0.0211

0.40 1.366 0.0000 0.0000 0.1400 0.0430 0.0185

0.50 1.336 0.0000 0.0000 0.1548 0.0396 0.0159

0.60 1.310 0.0000 0.0000 0.1695 0.0353 0.0133

0.70 1.291 0.0000 0.0000 0.1787 0.0280 0.0108

0.80 1.278 0.0000 0.0000 0.1750 0.0249 0.0081

0.90 1.269 0.0000 0.0000 0.1500 0.0206 0.0055

0.95 1.267 0.0000 0.0000 0.1220 0.0175 0.0042

1.00 1.26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DTRC

3849

      

0.20 1.169 0.0000 0.0000 0.1075 0.0000 0.0238

0.30 1.207 0.0000 0.0000 0.1250 0.0269 0.0211

0.40 1.243 0.0000 0.0000 0.1400 0.0299 0.0185

0.50 1.277 0.0000 0.0000 0.1543 0.0290 0.0158

0.60 1.288 0.0000 0.0000 0.1695 0.0273 0.0133

0.70 1.287 0.0000 0.0000 0.1785 0.0238 0.0108

0.80 1.293 0.0000 0.0000 0.1750 0.0208 0.0081

0.90 1.321 0.0000 0.0000 0.1500 0.0182 0.0055

0.95 1.349 0.0000 0.0000 0.1220 0.0176 0.0042

1.00 1.39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Table 5.3. 4 x 5 CRP의 형상 및 세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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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프로펠러 성능 해석

5.2.1. 마찰저항계수의 영향

 패널법을 사용하여 수치계산을 수행 시 점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찰저항계수를 도입하였다. 이 때 점성효과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추력과 토오크의 차이를 Table 5.4.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5.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점성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추력은 약간 감소하고, 토오크는 약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점성의 영향 때문에 프로펠러의 회전운동과 

전진하는데 있어 방해요소로써 작용하므로 추력의 감소와 토오크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찰저항계수  를 도입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구분 KT KQ

DTRC CRP

(J=1.589)

w/ viscous 0.5765 0.1808

w/o viscous 0.5857 0.1759

4 x 4 CRP

(J=0.833)

w/ viscous 0.3064 0.0650

w/o viscous 0.3096 0.0621

4 x 5 CRP

(J=0.833)

w/ viscous 0.2919 0.0614

w/o viscous 0.2955 0.0582

Table 5.4. 프로펠러의 점성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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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수치계산 결과 비교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형태의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대해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가장 먼저 DTRC CRP에 대한 수치계산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Fig 5.1.) Fig 5.1.의 하단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은 

설계전진비 1.589에서 비교한 결과이며, 상단의 그래프는 전진비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설계전진비에서 

비교한 결과 중 Lee(1995)의 결과는 패널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설계전진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험값과 수치계산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 x 4 CRP와 4 x 5 CRP의 수치계산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Fig 5.2.) 각각의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대하여 

설계전진비에서 수치계산한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이 때 

Yang(1991)과 Tsakonas(1983)의 계산결과는 양력면 이론에 의해 계산한 

결과이다. 설계전진비에서 비교해 본 결과 실험결과와 계산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세 가지 상반회전 프로펠러에 대해 수치계산을 

수행한 결과 추력계수(KT)와 토오크계수(KQ)의 실험값과 계산값이 

설계전진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무인 반잠수정에 설치할 프로펠러의 기초설계 

자료로써 수치계산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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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DTRC CRP의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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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 4 CRP

4 x 5 CRP

Fig. 5.2. 4 x 4 CRP와 4 x 5 CRP의 계산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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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단일 프로펠러와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토오크 비교

 본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로서 

상반회전 프로펠러가 토오크 최소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았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효과를 단일 프로펠러가 설치된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무인 반잠수정에 어떠한 형태의 프로펠러가 

토오크 최소화에 좀 더 적합한지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프로펠러를 비교하기 위해 현재 상용화되어 운용 중인 

무인 반잠수정의 선체형상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캐나다의 ISE社에서 

개발한 Dorado는 전장이 8.23m이고 선체직경이 1.17m, 중량 5.9ton의 

무인 반잠수정으로서 최대속도는 약 16kts이고, 예인체 운용 시 

12kts이다.(Fig 5.3.) 무인 반잠수정의 경우 수선면적(waterplane area)가 

매우 작기 때문에 조파저항을 무시할 수 있고, 물 속에 잠긴 부피의 

형상이 일정하므로 메타센터의 위치는 부심과 일치하게 된다. 즉, 

선체가 기울어짐에도 부심의 위치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적복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부심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무인 반잠수정의 무게중심과 부심의 위치의 상관관계와 프로펠러의 

회전운동으로 인한 토오크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확인한다면 

선체가 프로펠러의 토오크에 의해 얼마나 기울어지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Table 5.5에 상반회전 프로펠러와 단일 프로펠러가 설치된 경우의 

선체 경사각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반회전 프로펠러는 앞서 수치계산에 사용한 프로펠러 형상을 

사용하였고, 단일 프로펠러의 경우 DTRC4119 프로펠러와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전방 프로펠러(DTRC3686)만 작동하는 경우를 함께 

비교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경우는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의 토오크가 서로 상쇄되어 선체 경사각에 주는 영향이 매우 

작았지만, 단일 프로펠러의 경우 선체가 약 3~4°정도 기울게 되는 



- 45 -

결과를 보여주었다. 단일 프로펠러의 경우에도 선체 경사각이 매우 큰 

값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인 반잠수정의 특성 상 마스트 상부에 각종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데이터 송ㆍ수신 및 제어를 하게 되는데 

프로펠러의 토오크 영향 때문에 선체에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세 불안정이 생긴다면 선박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선체에 수중익(Hydroplane)을 설치하여 보정이 가능하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중익만으로 제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로펠러의 토오크가 최소화되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경우가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로써 좀 더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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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무게중심 및 

부심의 위치

• CB : Center of Buoyancy
• CG : Center of Gravity

주요 제원

• 전    장 : 8.23m, 전폭 2.28m, 선체직경 1.17m

• 만재중량 : 5900kg

• 속    도 : 최대 16kts, 예인체 운용 시 12kts

• 운용시간 : 28시간, 예인체 운용 시 12시간

• 추진계통 : Caterpillar 3126 315kW 엔진,

Contra-rotating propeller

• 전ㆍ후방 각 2개의 수중익을 이용한 자세 제어

Fig 5.3. Dorado, semi-submersible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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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오크 경사각

상반

회전 

프로

펠러

• 대상 : 4 x 4 CRP

• Net Torque = 21.8 [N·m]

(Fwd KQ = 0.0318, Aft KQ = 0.0328)

경사각 : 약 0.09도

단일 

프로

펠러

• 대상 : DTRC4119 Propeller

• Net Torque =1137.5 [N·m]

(KQ = 0.0286)

경사각 : 약 4.8도

• 대상 :DTRC3686 Propeller

• Net Torque = 759.2 [N·m]

(KQ = 0.0336)

경사각 : 약 3.4도

Table 5.5. 프로펠러의 영향만을 고려한 경우 선체 경사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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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무인 

반잠수정의 추진기 설계단계에서 프로펠러에 의한 토오크 최소화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여 이를 추진기 기초설계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수치계산에 앞서 단일 프로펠러의 형상정보와 

실험값을 이용하여 프로펠러 성능해석 프로그램의 수렴성과 수치계산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전방 프로펠러와 후방 프로펠러의 

유입속도를 계산할 때에는 선체반류 속도성분 중 원주방향의 원주방향 

평균속도를 사용하여 이 값과 속도 포텐셜이 유기하는 속도를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계산위치 선정 시에는 전방 및 후방 프로펠러의 서로 다른 

크기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기속도 계산 과정에서 계산점과 

특이점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속도의 세기가 결정됨에 따라 두 점의 

위치가 매우 가까울 경우 Singular behavior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류의 위치좌표를 고려하여 계산점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코오드방향 

패널수와 반경방향 패널수를 바꾸어가며 수렴성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전진비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값과 계산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운동량 이론에 따른 계산값과 수치계산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수치계산의 결과가 타당한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성능해석의 알고리즘은 먼저 전방 프로펠러 

해석을 통해 KT, KQ값을 계산하고 후방 프로펠러의 위치에서 유기속도를 

계산하여 다시 후방 프로펠러 해석을 통해 KT, KQ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KT, KQ값이 매우 작은 차이로 수렴하게 되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수치계산 시 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값이 있는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Ch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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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1990)가 실험을 수행한 DTRC CRP, Miller(1976)가 실험을 수행한 4 

x 4 CRP, 4 x 5 CRP를 선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설계전진비를 

포함하여 전진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값과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범위에서 어느정도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용 중인 캐나다 ISE社의 무인 반잠수정 Dorado의 

형상정보를 참고하여 상반회전 프로펠러와 단일 프로펠러가 선체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단일 프로펠러와 비교할 때 상반회전 프로펠러의 경우 토오크가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어 선체 경사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인 반잠수정에 설치할 추진기로써 단일 프로펠러보다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채택하는 것이 토오크 최소화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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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Performance Analysis 

of Contra-Rotating Propeller

Abstract

 This thesis describes the procedure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rotating propeller(CRP). The program developed to predict the 

performance of the CRP with employing the panel method in the 

steady flow. The effect of the propeller to the ship body is confirmed 

by the computational result to determine the proper propulsor for the 

semi-submersible vehicle.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RP, the induced velocity of upstream 

and downstream direction is needed to consider the interactions of two 

propellers. A single propeller(DTRC4119) is selected to conduct the 

convergence test on both direction.

 The computational result of the two propellers(DTRC4119, DTRC4842) 

i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to verify the 

program. The momentum theory is used to confirm that the result of 

the numerical calculation corresponds to the theoretical result.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CRP is carried out by the iterative 

calculation procedure. After the calculation of the forward propeller to 

get the thrust and torque coefficient is conducted, the induced velocity 

on downstream direction is settled. The same procedure is applied to 

the aft propeller on upstream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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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rimental result is used to verify the computational result of 

the CRP. Three propeller sets are selected for the verification, DTRC 

CRP(Chen and Reed, 1990), 4 x 4 and 4 x 5 CRP(Miller, 1976). The 

computational results of the CRP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under various advance coefficient values. Based on the 

computational result, the effect of the CRP to the semi-submersible 

body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single propeller.

keywords : Contra-Rotating Propeller, 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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