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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통상적인 선박의 추진기는 장착될 선박의 운항 속도와 기관 출력, 

회전수 조건에 맞춰 설계된다. 그리고 정속 항주 중 반류장에서의 진동, 

하중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프로펠러 축계의 구조 강도 및 세부 

설계 요목을 선정한다. 그러나, 흘수의 변화나 선회 등 선체의 자세가 

변하는 off-design 상황에서는 프로펠러에 가해지는 불균일한 힘으로 

인해 축계에 기진력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러한 하중 변화를 추정하여 

축계의 설계 하중 및 프로펠러의 구조 강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계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인 해석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산 해석을 통한 예측은 검증 데이터의 

미확보로 인해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축계 진동의 기진력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 

침수된 프로펠러에 대해 정지 중 단독성능시험과 사항 중 

단독성능시험을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다. 통상적으로 propeller open 

water (POW)시험에 사용되는 추력, 토크 계측을 위한 2분력이 아닌 y, 

z축의 힘과 모멘트 센서를 추가적으로 탑재한 6분력계를 이용하였다. 

동력계에서 계측되는 6가지의 분력 간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 

복합하중시험이 이루어졌으며, 주방향 성분 외 4가지 분력에 대한 

고정좌표계로의 변환을 위해 프로펠러 회전 위상각을 함께 계측하였다.  

정지 중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는 침수 정도와 회전수 조건에 따른 

추력 및 토크 손실, 추력 중심의 편심 현상과 축계 기진력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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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공기 유입 현상이 시작되는 조건부터 추력 및 토크 손실과 

축계 횡력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심수 대비 최대 60% 

이상의 추력 손실을 가져왔고, 굽힘 모멘트에 의한 추력 편심은 

중심에서 최대 60% 변화하였다. 수중 카메라를 통해 공기 유입 현상의 

양상을 나누었고, 추력 시계열 데이터를 fast Fourier transform (FFT) 

를 통해 기진력 성분을 분석하였다. 예상되는 회전수와 날개수의 조합에 

의한 주파수가 아닌 공기 유입 현상에 따른 저주파수 영역대의 노이즈가 

발생하였다.  

사항 중 시험에서는 침수 정도와 사항각에 따른 추진 성능 및 축계 

기진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 토크 대비 

추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커서 효율이 감소하였으나,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프로펠러 축이 수면에 가까울수록 

불균일 유입에 따라 사항 각도에 따른 축계 횡력의 비대칭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축계 횡력 성분들은 사항 각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6분력계가 장착된 프로펠러 단독시험 장비와 침수 및 사항 각도 

조건을 조절하는 장치를 이용해, 설계 흘수 및 자세가 아닌 off-design 

조건 중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추진 성능과 축계 횡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조건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을 실선으로 확장하여, 

안벽계류시험 시 안벽 비트나 계류선의 강도 설계와 선미 베어링 설계의 

구조 강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산유체역학 해석의 검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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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부분 침수 프로펠러, 프로펠러 축계 하중, 볼라드풀 시험, 

프로펠러 단독시험, 공기 유입 현상  

 

학   번 : 2019-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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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선박은 흘수가 확보된 상황에서 프로펠러가 심수 중 작동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특수한 경우 경하 흘수 중 운용 및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프로펠러가 수면에 근접하거나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선박은 시운전 단계 전 주기 및 보조기의 성능 시험을 위해 안벽에 계

류된 상태에서 프로펠러 작동이 불가피하다. 화적이 되지 않는 상선은 

흘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Figure 1과 같이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

출되어 작동하게 되고, 불균일한 추력을 발생시켜 축계 계통과 베어링에 

부하를 야기한다. 

 

Figure 1 Ship mooring at quay 

특히, Figure 2와 같이 프로펠러 날개가 공기를 머금고 입수 시 발생하

는 공기 유입 현상은 추력 및 토크의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손

실은 선박의 침수 정도와 작동 회전수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계류선 개수, 계류선 및 안벽 비트의 강도 등 작업자의 세심한 신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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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hip operation at partially submerged condition 

항주 중 선박은 Figure 3과 같이 악천후 시 과도한 피칭 등으로 인해 

프로펠러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수면 위로 일부가 노출되는 상태

가 종종 발생한다. 

 

Figure 3 Ship pitching in heavy sea 

 선체 운동에 의한 불균일한 유입류, 프로펠러 하중 변화와 추력 불균일 

등이 축계 계통과 베어링에 부하를 발생시키고, 소음과 구조적 진동, 국

부적 마찰로 인해 Figure 4와 같이 선미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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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iping damage on aft stern tube bearing (Lee, 2018) 

이러한 off-design 상태에서 발생되는 자유수면-추진기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물리 현상으로 공기 유입이 있다. 추진기의 흡입면은 매우 낮

은 압력이 발생하므로,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지면서 정수압이 낮아지면 

수면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 이때 추진기 주위는 밀도가 낮은 

공기를 밀어내는 상황이 되므로 공기 유입이 발생한 날개는 추력이 크게 

감소하여 축계의 힘과 모멘트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들은 설계 시 고

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축계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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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선박용 스크류 프로펠러에 대한 추진 

성능 연구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자유수면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깊

이를 가정한 조건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 선박의 

운용에서는 경하 흘수(Ballast) 상태나 악천후 시 과도한 피칭 등으로 

인해 프로펠러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수면 위로 일부가 노출되는 

상태가 종종 발생한다.  

Ha et al. (1997), Lee et al. (2011)은 제원이 다른 두 상선용 프로펠러

에 대하여 침수, 회전수 조건에 따른 추력 및 토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축 잠김 깊이가 얕고, 회전수가 클수록 추력 및 토크의 감

소율이 컸으며, 추력과 토크의 감소는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감소하며 

추력의 감소가 토크의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Figure 5와 같이 확

인하였다.  

 

Figure 5 Thrust and torque losses according to submergence ratio & 

revolution rate (Ha et al., 1997) 

또한, 5익 6익 프로펠러에 대하여 볼라드풀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전

개면적비와 피치비가 큰 프로펠러에서 추력 및 손실의 크기가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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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개면적비와 피치비가 큰 고하중 조

건에서 프로펠러에 공기 유입 현상이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러나, 해당 시험에선 날개수, 직경 등 비교 대상 외 변수들이 고정되지 

않아 대조군에 대한 완벽한 비교 결과는 아니다. 

 

Figure 6 Thrust (left) and torque (right) losses according to 

ventilation number (Lee et al., 2011) 

Kozlowska et al. (2009)은 부분 침수 중 볼라드풀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면 근처에 위치한 추진기는 흡입면에 수면으로부터 발달한 깔때기 모

양의 vortex funnel이 생성되며, 날개 끝에 이러한 vortex funnel이 닿으

며 부서지는 bubble에 의해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7 Ventilation regimes with respect to time for bollard 

conditions at h/R=2.6, n=14 Hz (Kozlowska et al., 2009) 

Paik (2017)은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KCS용 프로펠러 KP505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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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분 침수 조건에서 회전수별 추력 및 토크를 계산하였다. 수면 근접 

및 노출조건에서 volume of fraction (VOF)기법을 통해 공기의 거동을 

Figure 8과 같이 나타내었다.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회전수가 클수

록 공기 혼입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Figure 8 Iso-surface of the free surface - h/R=0.0(left), 

h/R=1.0(right), left top : 2 Hz, right top : 4 Hz, left bot. : 6 Hz, right 

bot. : 8 Hz (Paik, 2017) 

하나의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동안 추력 및 토크 계수의 추이를 Figure 

9와 같이 나타내었다. 입수 및 출수 시 추력과 토크의 값이 작으며,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손실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추력과 토크

의 추이는 유사하게 변하며, 추력 손실이 토크 손실보다 미소하게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9 Variation of the thrust and torque losses according to h/R 

(left), revolution rate (right) (Pai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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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i et al. (2011)은 아지무스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6분력계를 장착

하여 사항 각도 중 부분 침수에 따라 단독시험을 수행하였다. 사항 각도

와 전진비가 클수록 축계 횡력과 추력이 Figure 10과 같이 크게 계측되

었다. 축계 횡력은 원점 대칭 경향을 보였고, 추력은 사항 각도 조건에

서 상대적으로 느린 축방향 유속 영향으로 0º 대비 크게 계측되었다. 추

력은 pull mode에서 사항 부호에 따라 대칭 경향을 보였으나, push 

mode에서 strut과 pod의 존재로 사항 부호에 따라 좌우 비대칭성을 보

였다. 

 

Figure 10 Total side force coefficient (left) and thrust coefficient 

(right) according to heading angle, advance ratio (Amini et al., 2011) 

 Yao (2015)는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해 KP505를 대상으로 종방향 각

도를 가지는 조건에 대하여 추진 성능 및 축계 횡력을 해석하였다. 동일 

조건에 대하여 캐비테이션 터널에서 모형시험 또한 수행하였다. Figure 

11은 종방향 각도 α=25º 일 때의 실험 사진이며, tip vortex 캐비테이션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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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avitation observed in experiment at J=0.6 and α=25º (Yao, 

2015) 

 실험의 경우 추력, 토크 및 Fy, Fz 4분력계를 이용하여 단독시험을 수

행하였다. Figure 12는 전진비 및 종방향 각도에 따른 4분력의 실험 및 

전산해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종방향 사항 각도가 커질수록 축방향 

유입속도가 작아져 추력과 토크는 커졌고, 전진비가 증가할 때는 받음각

이 작아져 추력과 토크는 감소하였다. 추력과 토크는 전산 해석 결과가 

실험을 잘 추정하였다. 항력 성분인 Fy 및 Fz는 해석 결과 사항 각도와 

전진비에 비례하였으나, 실험 결과와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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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uted and experimental T, Q, Fy, and Fz according to 

oblique angle for selected advance ratios (Ya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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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목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했듯,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하는 off-design 

조건에 관한 프로펠러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프로펠러 축에 6분

력계가 탑재되어 횡력 및 굽힘 모멘트 계측에 대한 연구는 아지무스 프

로펠러와 같은 특수 추진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상선용 프로펠러에 관한 

실험적 연구가 다소 부족하다. 상선용 프로펠러는 선박의 크기에 비례하

여 수직 하중이 크고 비대칭 유입류에 의한 불균일한 힘에 민감하기 때

문에, 부분 침수 및 선회와 같은 off-design 조건에서의 추진 성능의 변

화와 부가적인 축계 횡력의 추정이 중요함으로 본 연구를 통해 상기 하

중들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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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off-design 조건에서 작동하는 상선용 프로펠러의 축계 

하중 특성 연구를 위해 침수 조건, 회전수 조건, 사항 각도 조건, 속도 

조건에 따라 주방향 성분인 추력과 토크, 나머지 4분력을 단독시험을 

통해 계측하였다. 또한, 횡방향 성분은 물체 좌표계로 고정 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해, 프로펠러의 위상각을 타이밍 벨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계측하였다. 

 전진 속도가 없는 볼라드풀 시험에서  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TTC) 권고 사항인 h/R=3.0 침수조건부터 축이 수면에 

오는 침수 조건과 2 Hz부터 모터 최대 허용 회전수인 15 Hz까지 

조합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건에서 계측된 6분력을 통해 추력 편심 

변화, 횡력 및 굽힘 모멘트 분석, 수중 카메라를 통한 공기 유입 현상 

발생 메커니즘 확인, 공기 유입 현상의 양상에 따른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진 속도가 있는 단독시험에서는 회전수를 고정한 채, 부분 침수 

4조건으로, 사항 각도 5조건에 대하여 추력이 음수가 되는 속도조건까지 

조합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건의 조합에 따라 추진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였고, 축계 횡력과 굽힘 모멘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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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형시험 구성 
 

제 1 절 실험 시설 및 대상 모형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예인수조에서 수행되었다. Figure 13은 예인수조

와 예인전차의 배치 구조이며 예인전차 위에 프로펠러 단독시험 장비가 

설치된다.  

 

Figure 13 Schematic diagram of towing tank 

 단독시험 장비의 형상 및 내부 장비 배치는 Figure 14와 같으며 ITTC 

(2008) 권고사항에 따라 구동축 하우징과 프로펠러 간 간격을 1.5-2.0D 

이상 떨어지도록 제작하였다(D는 프로펠러 직경). 축계에는 6분력계가 

설치되어 3축 방향 힘에 대해 200 N, 3축 방향 모멘트에 대해 최대 20 

N·m를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기의 회전수는 서보모터를 통해 

제어되고, 힘과 모멘트, 회전수 신호는 PC와 MGC Plus 데이터 취득장비

(HBM, Darmstadt, Germany)로 구성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 DAS)에서 수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초당 600 Hz

의 데이터를 샘플링 하였는데 이는 최대 회전수 15 Hz 조건에서 4익 프

로펠러 실험 시 각 날개 사이의 위상을 10등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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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chematic diagram of arrangement                       

of the test system and model 

 부분 침수 및 단독시험 중 사항 각도 조건은 Figure 15의 높이 및 각

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Figure 14의 단독시험 장치가 

Figure 15의 조절 장치에 부착되고, 예인수조 레일에 탑재되어 시험이 

수행된다. 

 

Figure 15 Schematic of sinkage and drift control equipment 

 Figure 16는 실제 유선형 하우징 형상인 단독시험 장치와 높이 및 각

도 조절 장치가 부착된 실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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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ropeller open water test equipment  

실험에 사용된 모형 프로펠러 HP1289는 공개 선형인 KVLCC2의 프

로펠러 KP458을 일부 수정한 형상이다. 실사는 Figure 17와 같다. 

 
Figure 17 HP1289 

기본 제원은 Table 1과 같다. H는 프로펠러 허브의 지름이다. 

Table 1 Propeller main specifications 

Item HP1289 (scale :1/48) 

Propeller diameter, D 0.2208 m 

Hub ratio, H/D 0.155 

Pitch-Diameter ratio (at 0.7R) 0.788 

Expanded Area Ratio (AE/AO) 0.429 

Propeller rotation direction right-handed 

Number of blades, 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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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좌표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좌표계 시스템은 Figure 18과 같으며, 검은색의 

Global 좌표계와 파란색의 Local 좌표계로 구분된다. Local 좌표계는 프

로펠러와 동일한 위상으로 회전한다.  

 
Figure 18 Coordinate system 

프로펠러와 동일한 위상으로 회전하는 Local 좌표계의 추력, 토크 외 

나머지 분력 계측 값들은 Figure 18에서 정의한 Global 좌표계로의 변

환을 위해 아래의 회전 행렬을 사용하여야 한다. θ는 실시간 위상각을 

나타낸다. 

𝐹𝑦𝐺 = 𝐹𝑦𝐿 ∗ 𝑐𝑜𝑠(𝜃) − 𝐹𝑧𝐿 ∗ 𝑠𝑖𝑛(𝜃)           (1) 

𝐹𝑧𝐺 = 𝐹𝑦𝐿 ∗ 𝑠𝑖𝑛(𝜃) + 𝐹𝑧𝐿 ∗ 𝑐𝑜𝑠(𝜃)            (2) 

𝑀𝑦𝐺 = 𝑀𝑦𝐿 ∗ 𝑐𝑜𝑠(𝜃) − 𝑀𝑧𝐿 ∗ 𝑠𝑖𝑛(𝜃)           (3) 

𝑀𝑧𝐺 = 𝑀𝑦𝐿 ∗ 𝑠𝑖𝑛(𝜃) + 𝑀𝑧𝐿 ∗ 𝑐𝑜𝑠(𝜃)            (4) 

 

프로펠러를 POW 장비에 설치한 후 낮은 회전수(0.2 Hz)로 천천히 회

전시키게 되면, Figure 19의 좌측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른 삼각함수 형

태의 결과가 계측된다. 이는 Local 좌표계가 프로펠러와 동일한 위상으

로 변화하여, 위상 별 하중 변화가 분력계에 계측되기 때문이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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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을 사용하여 Global 좌표계의 값으로 변환하면, Figure 19의 우

측처럼 위상과 관계없이 Fy는 0을, Fz는 부력을 제외한 프로펠러 하중

이 계측됨을 확인하였다. 위의 식에서 Global 좌표계에서의 값은 아래 

첨자 ‘G’, Local 좌표계에서의 값은 아래 첨자 ‘L’로 표현하였다. 

 
Figure 19 Raw date : Local (Left), Global (Right) 

Ortolani et al. (2019)에 따르면, 6분력 센서에 계측되는 값에는 식 (5) 

과 같이 3가지 성분(유체동역학적 성분, 관성항인 원심력 성분, 하중 성

분)이 포함된다. 프로펠러 무게 중심이 회전축 중심에 있기 때문에, 원심

력 성분(Tcentri)은 상쇄되고, 침수 조건에 따른 하중(Tweight)을 고려하여 

유체동역학적 성분(Thydro)만을 데이터로 추출하였다. 

𝑇𝑚𝑒𝑎𝑠𝑢𝑟𝑒𝑑 = 𝑇ℎ𝑦𝑑𝑟𝑜 + 𝑇𝑐𝑒𝑛𝑡𝑟𝑖 + 𝑇𝑤𝑒𝑖𝑔ℎ𝑡  𝑇ℎ𝑦𝑑𝑟𝑜 = 𝑇𝑚𝑒𝑎𝑟𝑢𝑒𝑑 − 𝑇𝑤𝑒𝑖𝑔ℎ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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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정시험 
 

 통상적인 프로펠러 단독시험 장비는 추력과 토크만을 계측하기 때문에, 

동력계에 탑재되는 strain 센서의 구조가 간단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6분력계는 6자유도 방향의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기 때문에, 6

개의 센서가 한 곳에 밀집되어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이 때, 구조적인 

특성에 의하여 센서 간 간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복합하중시험을 통해 

센서의 6자유도 정밀성을 평가한다. Figure 20은 6분력 교정시험 장치를 

나타낸 사진이다. 도르래를 통해 6자유도 하중을 동시에 인가할 수 있다. 

 
Figure 20 Calibration test equipment 

Table 2는 복합하중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셀의 값은 input 대

비 output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정밀도가 높다. 

표의 맨 아래 행이 6자유도 하중이 동시에 인가했을 때, 간섭도를 나타

낸 것인데, 6자유도 하중 모두 우수한 정밀도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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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licated load calibration table 

Input / 

Output, % 

Fx/Fx Fy/Fy Fz/Fz Mx/Mx My/My Mz/Mz 

99.9      

100.0 100.6     

100.4 100.6 100.2    

100.1 98.5 99.8 96.5   

99.9 98.8 100.0 96.4 99.9  

99.9 99.2 98.4 96.0 100.0 99.4 

 복합하중시험 외 반복시험을 통해 교정시험 오차 지수를 세 가지 지표

를 통해 나타내었다. 하중의 인가에 선형적으로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직

진성 오차 (Non-Linearity), 하중이 증가 및 감소할 때 선형성의 차이를 

보는 이력 오차 (Hysteresis)와 반복성 오차 (Repeatability)이다. 6자유

도 하중 모두 양방향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향과 -방향 모두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다. –Fx의 경우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해

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Table 3에서 계측한 6분력 모두 3가지 교정시험 오차에서 100% 인가 

대비 1% 이하로 나와 센서의 정밀도가 우수하게 나왔으며, 각 하중의 

부호에 따른 차이는 100% 즉, 1로 근접하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alibration test error 

Item 

(Force) 

Fx Fy Fz 

+ - + - + - 

Full 

Scale(Rated 

Output), mV 

 32.81 39.08 -39.08 -40.07 40.06 

Non-Linearity  

% of FS 
 0.05 0.08 -0.08 -0.01 0.02 

Hysteresis % 

of FS 
 0.07 0.22 -0.03 -0.04 0.02 

Repeatability % 

of FS 
 0.06 0.02 -0.23 -0.03 0.02 

(-/+ output), %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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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Mx My Mz 

Full 

Scale(Rated 

Output), mV 

144.1 -144.4 14.99 -15.00 15.05 -14.99 

Non-Linearity  

% of FS 
0.12 -0.05 0.02 -0.02 0.07 -0.05 

Hysteresis % 

of FS 
0.14 -0.03 0.06 -0.10 0.04 -0.01 

Repeatability % 

of FS 
0.12 -0.05 0.07 -0.08 0.05 -0.13 

(-/+ output), % 100.2 100.1 99.6 

 

 

  



 

 28 

제 4 절 실험조건 
 

 프로펠러 축 잠김 깊이를 반경으로 무차원화한 h/R의 정의는 Figure 

21와 같다.  

 
Figure 21 Schematic of submergence depth 

 단독시험 시 사항 각도의 정의는 Figure 22과 같이 물체 고정 좌표계 

(xy-O)가 지구 고정 좌표계 (x0y0-O0)의 +y 축에 있을 때를 양의 사항 

각도로 정의한다. 사항 각도는 β로 표기한다. 

 
Figure 22 Schematic of heading angle  

 6분력 각 성분의 무차원화는 아래의 식 (6)-(9)와 같다. 

𝐾𝑇 = 𝑇/(𝜌𝑛2𝐷4)             (6) 
𝐾𝑄 = 𝑄/(𝜌𝑛2𝐷5)            (7) 

𝐾𝑓𝑦,𝑧 = 𝐹𝑦, 𝐹𝑧/(𝜌𝑛
2𝐷4)            (8) 

𝐾𝑚𝑦,𝑧 = 𝑀𝑦, 𝑀𝑧/(𝜌𝑛
2𝐷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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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Q는 각각 추력과 토크이며, Fy, Fz, My, Mz는 순서대로 수평면, 수직

면 힘 및 수평면, 수직면 모멘트이다. ρ, n, D는 순서대로 밀도, 회전수, 

프로펠러 직경을 의미한다. 

실험 조건은 Table 4와 같다. 유입류 속도가 없는 볼라드풀 시험은 회

전수와 침수 조건의 조합시험이며, 유입류가 있는 프로펠러 단독시험은 

침수 조건, 사항 각도 조건, 전진비 조건의 조합시험이다. 

Table 4 Test matrix 

 볼라드 풀 시험 프로펠러 단독시험 

회전수 조건 (n, [Hz]) 4, 6, 8, 10, 12, 15 9 

침수 조건 (h/R) 0.0:0.2:2.0,3.0 0.4, 1.0, 1.6, 3.0 

사항 각도 조건 (β, [º]) 0 0, ±6, ±12 

전진비 조건 (J=V/nD) 0.0 0.0 ~ JKt<0 

 

 모형시험 결과를 실선 스케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무차원수를 상

사 시켜야 한다.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세 가지를 

만족시켜, 실선 확장 시 스케일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 

 기하학적 상사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만족시켰

고, 운동학적 상사로 전진비, 역학적 상사로 레이놀즈 수, 푸르드 수, 공

기 유입 수, 웨버 수를 고려해야 한다. 

 ITTC (2014)에서는 층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프로펠러 0.7R 반경에

서의 코오드 길이 기반 레이놀즈 수가 2.0ⅹ105 이상을 권장한다. Table 

5는 정지상태에서 각 회전수에 따른 레이놀즈 수를 나타낸 것으로, 8 Hz 

조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케이스에서 모두 ITTC 권장 레이놀즈 수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는 축방향 유입 속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부 레이놀즈 수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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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놀즈 수 : 𝑅𝑒 =
𝑐0.7𝑅√𝑉𝐴

2+(0.7𝜋𝑛𝐷)2

𝜈
        (10) 

Table 5 Revolution rate vs. Reynolds number 

n [Hz] Re at c0.7R 

8 1.95ⅹ105 

10 2.44ⅹ105 

12 2.93ⅹ105 

14 3.41ⅹ105 

15 3.66ⅹ105 

 기하학적 상사를 나타내는 식 (11)과 회전수 기반 푸르드 상사를 나타

낸 식 (12)를 조합하면, 스케일 비만큼 모형 프로펠러의 회전수가 결정

된다. 

𝐷𝑚 = 𝐷𝑠/𝜆           (11) 

𝐹𝑟 = 𝑛√𝐷/𝑔  →  𝑛𝑚 = 𝜆𝑛𝑠         (12) 

 공기 유입 수는 캐비테이션 수로부터 유도된다. 수면에 근접하여 공기

가 빨려 들어와 프로펠러에 닿게 되면, 국부 압력이 대기압이 되고, 압

력항이 사라지게 되어, 식 (13)의 캐비테이션 수는 침수 깊이와 국부 속

도 관계의 식이 되고 이를 식 (14)의 공기 유입 수로 정의한다. 

캐비테이션 수 : 𝜎 =
𝑃𝑎𝑡𝑚+𝜌𝑔ℎ𝑇𝑖𝑝−𝑃

0.5𝜌𝑉𝑅
2  at hTip = ℎ + 𝑅      (13) 

공기 유입 수 상사 : 𝜎𝑉 =
2𝑔ℎ𝑇𝑖𝑝

0.5𝜌𝑉𝑅
2  → 𝑛𝑚 = 𝜆𝑛𝑠       (14) 

 공기 유입 수 상사는 푸르드 수 상사와 같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면장력과 관성력에 관한 무차원 수인 웨버 수는 Shiba 

(1953)에 따르면, 스케일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모형 스케일에서 180보

다 큰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Table 6은 회전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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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웨버 수를 나타낸 것이다. 15Hz를 제외하면 모두 Shiba (1953)의 권

장 레이놀즈 수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웨버 수 : 𝑊𝑒 =
𝑛𝐷

√𝜌𝐷/𝑆
 at 𝑆 = surface tension coefficient     (15) 

Table 6 Revolution rate vs. Weber number 

n [Hz] We 

8 97.26 

10 121.57 

12 145.89 

14 170.20 

15 182.36 

 한편, Lee et al. (2011)에 따르면 축 잠김 깊이가 얕거나, 노출된 조건

에서는 공기 유입이 이미 충분히 일어난 상태이므로, 웨버 수 상사에 대

한 고려는 배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 외 선행 논문들 Kozlowska 

et al. (2009), Koushan et al. (2007)에서도 Shiba (1953)의 웨버 수에 대

한 권장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선 스케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웨버 수가 180이상이지만, 자유수

면이 있는 조건에서 모형 스케일의 웨버 수가 180이상이 되는 실험 조

건은 구현하기 힘들다. 워터젯 및 수면 관통 프로펠러와 같이 회전수 영

역이 높은 관성력이 지배적인 추진기 실험 혹은 캐비테이션과 같이 자유

수면이 없는 조건에서의 추진기 실험에서는 상기 웨버 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웨버 수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었고,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웨버 수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여, 본 연구에서도 웨버 수를 고려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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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실험 불확실성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기계학회의 실험 불확실성의 

자료(ASME, 2005)를 참고하였다.  

 실험의 오차는 참값과의 차이로 정의된다. 다만 실험에서 참값과 오차

를 알 방법은 없으므로, 실험 결과가 참값과 통계적으로 얼마나 가까울

지를 불확실성의 개념으로 나타낸다. 정확히는 실험 결과값으로부터 불

확실성 범위 내에 참값이 위치할 확률이 95%가 되게끔 불확실성 값을 

추산한다. 전체 실험 불확실성은 Figure 23과 같이 반복시험을 통해 얻

어지는 우연오차와 알려진 정보를 통해 구하는 고정오차로 나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연오차 불확실성만을 평가하였다. 

 

Figure 23 Principle of test uncertainty (ASME, 2005) 

 우연오차는 모평균과 실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험을 수행할 때마다 

그 값이 달라지며, 같은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여 모평균을 구하기 전에

는 그 값을 알 수가 없다. 대신,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 하나의 대푯값으

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우연 표준 불확실성(random 

standard uncertainty, RSU)으로 정의한다. 우연 표준 불확실성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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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실험값 X로부터 불확실성 범위 내에 모평균이 위치할 확률이 95%임

을 의미한다. 

 식 (16)은 N번의 반복 실험 표준편차이며, 식 (17)은 표본 표준편차이

다.  

𝑠𝑋 = √∑
(𝑋𝑖−�̅�)

2

𝑁−1
𝑁
𝑖            (16) 

𝑠�̅� = 𝑠𝑋/√𝑁           (17) 

실험이 30회 이상 수행되었다면 정규분포로 간주할 만큼 충분히 큰 

수의 샘플을 얻은 것으로 보아, �̅� + ±s�̅�가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68%

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95% 신뢰구간은 �̅� + ±2s�̅�로 나타낼 수 있다. 

N이 커질수록 𝑠�̅�는 작아지기 때문에, N이 무한한 값을 갖게 된다면 �̅�

가 곧 모평균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s�̅�를 이용해 나타내는 신뢰구

간이 좁아진다는 것은 반복시험의 횟수가 늘어났을 때 모평균을 더욱 정

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실험 데이터 자체의 표준편차가 줄어

드는게 아님에 유의한다. 

만약 N이 30보다 작다면 Student’s t 분포를 따라 계수를 수정해야 한

다. 반복 시험은 전진비 J=0.6, 회전수 n=9 Hz에서 POW 시험 10회 수

행하였다. 

Figure 24는 POW 반복 시험에서 얻어진 추력과 토크에 대한 𝑡𝑠𝐹𝑥̅̅̅̅ /

𝐹𝑥 × 100, 𝑡𝑠𝑀𝑥̅̅̅̅̅/𝑀𝑥 × 100의 반복 횟수(N)에 별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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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hange of the random standard uncertainty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repeated tests(N) at J=0.6(n=6 Hz) 

Figure 25는 POW 반복 시험에서 얻어진 수평면, 수직면 방향 힘과 모

멘트에 대한 𝑡𝑠𝐹𝑦,𝑧/𝐹𝑦, 𝑧 × 100, 𝑡𝑠�̅�𝑦,𝑧/𝑀𝑦, 𝑧 × 100의 반복 횟수(N)에 별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직진 상태에서는 수평면, 수직면 방향의 힘과 모

멘트가 값이 거의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사항 각도를 12°로 설정하고 

반복시험 10회를 수행하였다. 

 

Figure 25 Change of the random standard uncertainty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repeated tests(N) at J=0.6(n=6Hz) β=+12º 

 Table 7은 반복 시험의 6분력 평균값과 우연오차 불확실성(RSU) 평균

값을 나타낸 것이다. 추력과 토크의 RSU은 각각 1.51%, 0.32%로, 이는 

10회 반복 시험 시 평균값의 1.51%, 0.32% 내외에서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것을 의미한다. 

 횡방향 성분인 Fy, Fz, My, Mz의 경우 주방향 추력 및 토크에 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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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지만, 반복 시험 횟수에 따라 수렴성을 보이며, 

5회를 넘어가면서 3.4%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성이 좋은 것으

로 사료된다. 

Table 7 6-DOF results of repeat test   

 Fx Fy Fz Mx My Mz 

Average 19.67 1.57 -0.98 0.90 0.20 -0.28 

RSU(%) 1.51 2.60 3.41 0.32 2.32 3.39 

 

  



 

 36 

제 3 장 볼라드풀 시험 결과 
 

제 1 절 공기 혼입 발생 메커니즘 
 

 ITTC (2014)에서는 축 잠김 깊이 무차원 수인 h/R이 3.0에서 POW시

험이 수행되기를 권고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수면 근

접 조건에서 프로펠러 작동 시 자유수면의 영향으로 Figure 26, Figure 

27과 같이 공기가 수중으로 유입되게 된다. 

 Figure 26은 볼라드풀 시험 조건에서 가장 고하중인 회전수 15Hz 및 

축 잠김 깊이 h/R=1.4 조건이다. 초기에 빨간색 박스와 같이 수면에서 

공기 깔때기(vortex funnel)가 발달하며, 프로펠러 날개에 닿게 된다. 

 그 후 프로펠러 날개의 회전에 의해 공기 깔때기가 부서지면서, bubble

을 형성하게 되고, 초록색 박스처럼 공기 깔때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공기 유입량이 많아지면 공기 유입 현상(ventilation)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26 Ventilation visualization at h/R=1.4, n=15 Hz (face) 

 Figure 27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기 유입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

을 사진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빨간색 박스를 통해 공기 깔때기는 프로

펠러면의 전단에서 발생하며, 압력이 낮은 흡입면의 날개끝으로 빨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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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날개로 부서진 bubble들이 후류 방

향으로 꽈배기 형태로 발달한다.  

 

Figure 27 Ventilation visualization at h/R=1.4, n=15 Hz (side) 

 Figure 28은 회전수 n=15 Hz에서 침수 조건에 따른 정면 사진을 나타

낸 것이다.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는 h/R<1.0 이하 조건인, (a)와 (b)

에서는 프로펠러 날개가 공기를 머금고 입수하기 때문에, 공기 유입 현

상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8 Ventilation visualization according to h/R at n=15 Hz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는 회전수가 클수록,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강해지며,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육안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회전수가 큰 고하중 조건에서 프로펠러 흡입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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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충분히 낮아서, 수면으로부터 공기 깔때기가 쉽게 생성되고, 축 

잠김이 수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공급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 유입 현상은 작동 조건에 따라 그 세기가 일정하

게 유지가 되지 않았다. 계측하는 시간 동안 Figure 27에서 파란색 박스

와 초록색 박스를 오가며, 세기가 변동하고, 불안정 및 비정상적인 양상

을 보인다. 이러한 변동 성분이 프로펠러 축계에 기진력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프로펠러 흡입면을 차지하는 bubble들의 양에 비례하여 추력과 

토크의 손실은 커졌고, 좌우 차이에 의해 추력 편심의 변화도 발생하였

다. 다음 절에서 위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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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침수, 회전수 조건에 따른 추력 및 토크 손실률 
 

 심수 대비 각 조건에서의 추력과 토크의 손실 계수는 식 (18)과 식 

(19)로 정의된다. 

𝛽𝑇 = 𝐾𝑇/𝐾𝑇0 , 𝐾𝑇0: Thrust coefficient at h/R=3.0      (18) 

𝛽𝑄 = 𝐾𝑄/𝐾𝑄0 , 𝐾𝑄0: Torque coefficient at h/R=3.0      (19) 

 회전수 및 침수 조건에 따른 추력과 토크의 손실은 Figure 29과 같다. 

공기 유입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h/R=1.6 조건부터 추

력 및 토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침수 조건

에도, 회전수가 클수록 공기 유입 현상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9 Thrust(left) and torque(right) losses according to h/R, 

revolution rate 

 축 잠김 깊이가 얕아 발생하는 추력 및 토크의 손실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번째로 수면에 근접해서 발생되는 공기 유입 현상이다. 프

로펠러 흡입면이 bubble로 쌓이며, 압력면과의 압력 차를 충분히 내지 

못해 손실을 야기한다. 두번째는 자유수면 교란에 의한 조파에 의한 손

실과 공기 깔때기가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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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프로펠러 작동면의 

감소이다. 유체의 밀도가 1/1000로 줄어들면서, 노출된 부위의 프로펠러

면은 추력을 낼 수 없다. 또한, 공기 중에 노출된 날개가 공기를 머금고 

입수하기 때문에, 일순간 정상 상태의 절반 수준의 양력을 내지 못하게 

된다. 이를 Wagner effect라고 하며, 추력 손실뿐 아니라 좌우 비대칭 

양력으로 추력 편심 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추력과 토크는 동일한 경향을 가지며 감소하

며, 일반적으로 추력의 손실이 토크의 손실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 

 Minsaas (1983)에 따르면, 아래의 식과 같이 추력과 토크의 관계식이 

성립된다. Minsaas (1983)는 4익 아지무스 프로펠러 추진기에 대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𝐾𝑇 = 𝛽𝑇 ∙ 𝐾𝑇0  →  𝐾𝑄 = 𝛽𝑇
𝑚 ∙ 𝐾𝑄0  at 𝑚 = 0.8 ~ 0.85      (20) 

 Lee et al. (2011)은 상선용 프로펠러에 대하여, 회전수 및 침수 조건에 

따라 볼라드 풀 실험을 수행하였고, Figure 30은 식 (20)의  계수 m을 

이용한 추정값과 토크 손실 계수의 실험값 차이를 나타내었다. 계수 

m=0.9일 때, 오차는 2~10%로 작게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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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Difference in the loss factor between thrust and torque 

(Lee et al., 2011) 

 Table 8은 본 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이용한 추정값과 토크 

손실 계수의 실험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상선용 프로

펠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Lee et al. (2011)과 마찬가지로 계수 

m=0.9에서 오차가 5% 내외로 작게 계측되었다. 오차는 회전수 및 침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상이했으며, 회전수가 클수록 축 잠김 깊이가 얕을

수록 오차가 줄어들어 추력과 토크의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 유입 현상의 양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하중 및 축 잠김 깊

이가 얕은 조건일수록 공기 유입 현상의 발생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추력

과 토크 변화 추이가 작고, 그에 따라 침수 조건에 따른 추력과 토크의 

손실률이 경향성을 잘 띄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8 Difference in the loss factor between thrust and torque 

m h/R    n 4 8 12 15 

0.80 
0.4 4.15% 10.99% 14.18% 17.55% 

0.8 -2.39% 5.70% 7.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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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5% -2.67% 2.11% 4.25% 

0.85 

0.4 1.06% 5.89% 7.74% 10.09% 

0.8 -4.17% 2.46% 2.36% 4.50% 

1.2 -5.72% -4.72% -1.05% 0.22% 

0.90 

0.4 -1.94% 1.04% 1.67% 3.10% 

0.8 -5.91% -0.67% -2.16% -0.98% 

1.2 -6.38% -6.73% -4.11% -3.66%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공기 유입 수에 대한 추력, 토크 

손실 결과를 Figure 31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ure 32은 Lee et al. (2011)

의 공기 유입 수에 대한 추력, 토크 손실 결과이다. Table 9는 비교 대상

인 Lee et al. (2011)에서 사용한 프로펠러 제원과 실험 조건을 본 연구

의 것과 비교한 표이다. 

Table 9 Propeller specification and test matrix comparison 

Item 
Lee et al. (2011) 

Present study 
P1 P2 

Z 5 6 4 

D [mm] 229.33 235.00 220.83 

P/D at 0.7R 0.885 0.955 0.788 

C/D at 0.7R 0.324 0.319 0.234 

Ae/Ao P1 < P2 0.429 

n 0.0:0.5:3.0 0.0:0.2:2.0, 3.0 

h/R 2:2:10 4:2:14, 15 

  

 Figure 31에서 공기 유입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h/R=1.6 이하 조건부터 추력 및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공기 유입 수에 따른 손실 계수의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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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Thrust(left) and torque(right) losses according to 

revolution rate, ventilation number 

 Figure 32에서 빨간색 실선은 2 Hz 결과로 넓은 범위에 걸쳐 공기 유

입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Hz 결과를 배제하면 Lee et al. 

(2011)의 결과는 본 연구와 비슷한 공기 유입 수 조건에서 추력 및 토

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 유입 수를 계산

할 때 들어가는 직경, 회전수가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비슷하기 때문이

다. 

 선행 연구와의 추력 및 토크 손실 계수의 차이는 프로펠러 날개수, 피

치비, 코오드비, 전개면적비에 의한 차이로 확인되며, P2가 P1보다 피치

비와 전개면적비가 큰 프로펠러로 고하중 조건에 해당함으로 손실이 크

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조군 변수를 제외한 나머

지 변수 즉, 날개수, 코오드비 등 다른 변수들이 고정이 안 되었기 때문

에, 특정 변수들이 추력, 토크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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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rust(top) and torque(bottom) losses according to 

revolution rate, ventilation number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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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침수, 회전수 조건에 따른 공기 혼입 양상 
 

 제 1절에서 확인했듯이, 수면에 근접하여 작동하는 프로펠러는 자유수

면 교란과 함께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 유입 현

상은 불안정 및 비정상적 양상을 띄며, 침수 및 회전수 조건에 따라 분

류를 할 수 있다. Kozlowska et al. (2009)는 수중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공기 유입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과 양상을 Figure 33과 같이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도 수중 카메라를 통해 공기 유입 현상의 양상을 나누었고, 

분류된 양상의 평균 추력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ure 33 Different ventilation regimes for Conditions I, II & III 

ventilation inception, partial ventilation, full ventilation (Kozlowska et 

al., 2009) 

Figure 34는 공기 유입 현상의 양상과 그 특성을 실험 조건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각 심볼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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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lassification of ventilation according to h/R, revolution 

rate 

 X : No ventilation – 공기 깔때기 발생 X 

 ○ : Intermittent vortex funnel – 간헐적 공기 깔때기 발생 

 ◐ : Partial ventilation – 심수 대비 평균 추력 95% 이하 

 ● : Full ventilation – 심수 대비 평균 추력 50% 이하 

 Partial ventilation는 공기 깔때기가 생성 및 소멸되거나 그 크기가 변

하여, 공기 유입 현상의 강도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케이스를 의미한다. 

 Full ventilation는 지속적으로 강한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하며, 파란색 

박스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나, 빠른 주기로 날개끝 영

역에서의 bubble들이 격렬히 운동하는 케이스를 의미한다.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회전수가 클수록 공기 유입 현상이 잘 일어

남에 따라, Full ventilation 양상이 많고, 빨간색 케이스처럼 강한 공기 

유입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전수가 작음

에도 공기 유입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은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

어 공기를 머금고 입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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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5은 회전수 n=15 Hz일 때, 침수 조건에 따라 우측 하단의 하

얀색시간만큼 회전했을 때의 정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상단에 위치한 

사진은 h/R=1.4로 Figure 34에서 파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조건이고, 하

단에 위치한 사진은 h/R=0.8로 빨간색 박스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전자의 경우 공기 유입 현상의 강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 세기

가 변하며, 일정한 주기를 띄진 않지만 저주파수 영역에서 변하며 계측 

하는 동안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거동한다.  

 후자의 경우 공기 유입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날개끝 부근에서 bubble의 거동은 회전한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러한 거동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변화한다. 

 

Figure 35 Ventilation variation according to rotation at n=15 Hz, 

h/R=1.4 (top), 0.8 (bottom) 

 Figure 36는 회전수 n=15 Hz에서 네 가지 침수 조건에 대하여 위상별 

추력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3가지 위상각에서 추력의 평균은 빨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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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는 검은색 에러바로 표시하였다.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평균

값이 작은 특징이 있다.  

 표준편차의 크기는 축 잠김 깊이가 가장 깊은 h/R=2.0(no ventilation), 

축 잠김 깊이가 가장 얕은 h/R=0.0(full ventilation), h/R=0.8(full 

ventilation) 그리고 h/R=1.4(partial ventilation) 순으로 크게 계측되었

다. No ventilation의 경우 공기 깔때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심수 조

건이기 때문에 표준편차값이 가장 작고, full ventilation의 경우 지속적으

로 강한 공기 유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값은 작지만 날개끝 영

역의 고주파수 변동으로 표준편차가 존재한다. 공기 깔때기가 생성 및 

소멸되거나, 그 크기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partial ventilation의 경우 추

력의 표준편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추력의 손실은 full ventilation

에서 크지만, 축계 피로 강도에 있어서는 partial ventilation의 경우가 

기진력 성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여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36 Variation of thrust according the submergence depth at 

n=1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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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침수, 회전수 조건에 따른 추력 편심 변화 
 

 선박의 선미 베어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추력 편심의 변화

이다. 축계 구조 강도는 선체의 반류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지만, off-

design 조건과 같은 경우 추력 편심이 축 중심에서 프로펠러 평면 어딘

가로 이동하여, 고려되지 않은 하중이 축계에 가해진다. 특히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상하단의 추력 불균일이 발생하여 하중 방향으로 

굽힘 모멘트가 발생한다.  

 프로펠러 평면에서의 추력 편심 정의는 식 (21)-(22)와 같다. 

𝑦 = −𝑀𝑧/𝐹𝑥           (21) 

𝑧 = 𝑀𝑦/𝐹𝑥           (22) 

 편심 도해는 Figure 37와 같다. 6분력 성분 중 추력 Fx, 횡방향 모멘트 

My, Mz 세가지 성분을 통해 분석한다. 추력 중심이 프로펠러면에서 y축

으로 이동하게 되면, Mz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고, z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My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My, 

Mz를 통해 추력 중심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Figure 37 Thrust eccentricity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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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8는 볼라드풀 실험의 모든 추력과 횡방향 모멘트를 이용하여 

추력 편심을 프로펠러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림이다. 왼쪽은 회전수에 따

른 결과, 오른쪽은 침수 조건에 따른 결과이다. 회전수가 크다고 하여 

추력 편심의 변화가 비례하지 않는데, 이는 회전수가 커서 추력이 크면 

그만큼 횡방향 모멘트도 커지기 때문에, 편심 정의에 의해 나눠줘서 그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Figure 38 Thrust eccentricity variation according to revolution rate 

(left) and according to submergence ratio at n=15 Hz (right) 

공기 유입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h/R=1.4 조건부터 추력 편심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질수록, z축 편심은 하중방향으

로 작용한다. 수면 노출 전 조건에서는 공기 깔때기가 프로펠러 상단의 

흡입면에 부착되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단의 양력이 더 

커 My 성분이 생기게 된다. 수면 노출 후에는 프로펠러 상단은 양력을 

거의 내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 전 조건보다 My 성분이 더 크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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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중 방향으로 편심이 더욱 내려가게 된다. 

 그래프의 오른쪽이 입수부, 왼쪽이 출수부인데 수면 노출 전 조건인 

h/R=1.0 ~ 1.4에서 y축 편심은 입수부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9에서 프로펠러 회전 방향에 의해 bubble들이 입수부에서 가속

화되어 프로펠러면에 차지하는 면적이 좁은 반면, 운동 방향이 180°에

서 변하게 되어 출수부에서 bubble들이 퍼지게 되는데, bubble들이 프로

펠러면을 덮는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출수부에 넓게 퍼진 

bubble들로 인하여, 양력이 적게 되고 이로 인하여, 편심이 입수부에 위

치하게 된다. 

 

Figure 39 ventilation visualization at h/R=1.4, n=15 Hz 

 그러나, 수면 노출 조건인 h/R<1.0부터는 편심의 위치가 출수부에 위치

하게 된다. 이는 Wagner effect로 블레이드나 포일이 공기 중 갑작스러

운 입수 시, 일순간 수중에서 내는 정상적인 양력의 절반 수준에 못 미

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회전수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전 조건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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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기 혼입 양상에 따른 주파수 특징 
 

 제 3 절에서 수중 카메라와 평균 추력의 크기를 통해 공기 유입의 양

상을 나누었다. 공기 깔때기가 생성 및 소멸되거나, 그 크기가 역동적으

로 변하여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의 변화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partial ventilation이 있고,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가 강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full ventilation이 있었다.  

 양상에 따른 기진력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회전수 n=15 Hz에 대하여 

침수 조건 3가지에 대한 추력 시계열의 FFT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0이 FFT 결과이고 차례대로 양상이 no ventilation, partial ventilation, 

full ventilation이다.  

 No ventilation은 회전수 15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만이 피크로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기 유입 현상이 일어나는 partial 

및 full ventilation은 예상되는 15의 정수배 외에 노이즈 성분이 혼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rtial ventilation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vortex funnel 생성 ∙ 소멸 및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 변화에 따른 저주파수 영역에서 피크가 잡히며, 

full ventilation은 저주파수 영역에서 피크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partial 

ventilation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저주파수 진동이 탐지되었

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공기 유입 현상이 일어나지만, 날개끝 부근

에서 발생되는 빠른 주기의 bubble 변화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면 노출 조건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날개가 수면을 때리며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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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회전수와 날개수의 곱인 60Hz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Figure 40 FFT results of thrust 

 공기 유입 현상으로 저주파수 영역대에서 노이즈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특성이 실운항에서 탐지되면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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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프로펠러 단독시험 결과 
 

제 1 절 침수 및 사항 각도 조건에 따른 추력 및 토크 

변화 
 

 침수 조건에 따른 POW 곡선을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Table 10

은 Ha et al. (1997) 프로펠러 제원과 실험 조건을 본 연구과 비교한 표

이다. 날개수는 동일하며 직경은 유사한, 선행연구는 고하중 프로펠러인 

컨테이너선용, 본 연구는 저하중 프로펠러인 탱커선용으로 피치비와 전

개면적비가 상대적으로 작다. 

Table 10 Propeller specification and test matrix comparison 

 Ha et al. (1997) Present study 

Z 4 4 

D [mm] 248.1 220.8 

Ae/Ao 0.561 0.429 

P/D 0.966 0.788 

n 8.7 9 

h/R 0.0, 0.5, 3.0 0.4, 1.0, 1.6, 3.0 

 

 Figure 41은 침수 조건에 따라 POW 곡선을 비교한 그림이다. 왼쪽은 

Ha et al. (1997), 오른쪽은 본 연구의 결과이다.  

 Ha et al. (1997)에서 수면 노출 조건 시, 전진비가 0.23 이하의 고하중 

조건에서 공기 유입 현상으로 추력 및 토크 감소가 심수 대비 75%-80%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전진비 0.25 이하에서 추력 및 토크가 55%-

65% 감소하였다. 

 이는 피치비 및 전개면적비가 선행 연구에서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고하중 조건으로 공기 유입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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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수면에 근접할 수록 상대적으로 토크 대비 추력의 손실

이 커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면에 노출되는 

조건인 h/R=0.4에서 역으로 효율이 커지는데, 이는 물속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 작동면의 감소로 토크가 추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

향으로 추정된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침수 조건에 따라 효율의 차이가 본 연구보다 미

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추력과 토크의 감소가 침수 조건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원인은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프로펠

러 형상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Figure 41 POW curve, Ha et al. (1997) (left), present study (right) 

 심수 조건에서는 사항 부호에 따라 추력 및 토크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

으나,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한 방향 회전에 의한 비대칭성으

로 사항 부호에 따라 추진 성능의 차이를 보인다.  

 Figure 42은 수면 노출 조건에서 사항 부호에 따른 유입류의 차이를 

도시화한 것이다.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하단만이 양력을 내기 

때문에, 사항 부호에 따라 프로펠러 하단에 유입되는 유동의 차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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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된다. 축방향 속도는 동일하나, 양의 사항 부호일 때가 음의 사

항 부호일 때보다 회전 방향의 상대 속도가 큼으로, 받음각이 더 커지는 

효과를 받게 된다.  

 

Figure 42 Inflow schematic according to heading angle sign 

 Figure 43은 전진비에 따라 음의 사항 각도(-12º)에서 양의 사항 각도

(+12º)의 추력 및 토크 계수를 뺀 값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h/R=3.0, 

h/R=1.0, h/R=0.4의 결과이다. y축 값의 정의는 아래의 식과 같다. 

𝐷𝑖𝑓𝑓.= 𝐾𝑡 , 10𝐾𝑞(𝛽 = −12°) −  𝐾𝑡 , 10𝐾𝑞(𝛽 = +12°)       (23) 

 음의 값이 나온다는 것은 양의 사항 각도에서 추력 및 토크의 값이 더 

크게 계측된다는 의미이다. 심수 조건에서는 0 부근에 위치함으로, 사항 

각도 부호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수면에 노출됨에 따라 불균일 유입류

에 의한 비대칭으로 양의 사항각도에서 추력 및 토크의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진비에 따른 특성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항 부호에 

따른 차이는 사항 각도에 비례하여 나타났다. 

 
Figure 43 Thrust and torque difference according to submergence 

ratio and revolution rate 



 

 57 

제 2 절 침수 및 사항 각도 조건에 따른 횡력 및 굽힘 

모멘트 변화 
 

 Figure 44는 사항 각도 0°일 때, 침수 조건에 따른 횡력과 굽힘 모멘트 

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위의 결과가 횡력, 아래의 결과가 굽힘 모멘트

이다. 빨간색이 y축 관련 성분, 파란색이 z축 관련 성분이다. 

 심수 조건일 때는 균일 유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진비에 따라 횡방향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h/R=1.0 침수 조건에서는 공기 유입 현상과 

자유수면 교란 영향으로 횡방향 성분이 검출되었다.  

 직진 상태임에도 횡방향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프로펠러의 비대칭 기하

와 한 방향 회전에 의한 비대칭성으로 사료된다.  

 수면 노출 조건인 h/R=0.4에서는 횡방향 성분의 크기가 크고 비대칭성

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fy 및 Kmy 성분은 낮은 전

진비에서 값이 일정하다가,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낮은 전진비는 고하중 조건으로 공기 유입 현상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유입 현상이 약화되고, 받음각이 

작아져 해당 성분이 작아졌다. 

 Kfz는 자유수면 및 공기 유입 현상의 영향으로 부력이 감소하여 양의 

값을 띈다. 전진비에 따라 선형성을 띄지 않는데, 부력 성분 외 프로펠러 

3차원 형상에 의한 저항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Kmz는 양의 값을 띄는데, 이는 Wagner effect에 의해 출수부의 양력

이 입수부에 비해 큰 것으로 기인된 것이다. Kfz 성분과 마찬가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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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비에 따른 선형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낮은 전진비 조건은 고하중 조

건이기 때문에,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가 강하여 상대적으로 Wagner 

effect가 약해 값이 작게 계측되었다.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펠러 

하중이 감소하여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가 감소하여 Wagner effect가 

커지고, 국소 최대값을 가졌다가 결국엔 저하중 조건에 따른 양력의 감

소로 감소하였다. 

 
Figure 44 Side force and bending moment, h/R=3.0 (left), h/R=1.0 

(center), h/R=0.4(right) 

 제 1 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심수에서는 사항 부호에 따라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수면 노출 조건이 되면서 불균일 유입류에 따른 비대칭

성이 나타났다.  

 Figure 45는 전진비, 사항 각도, 침수 조건에 따른 횡력을 나타낸 것이

다. 횡방향 성분의 크기들은 사항 각도에 비례하여 나타났고, 각도는 대

표 케이스 12°를 산정하였다. 빨간색은 양의 사항 각도, 파란색은 음의 

사항 각도이다. 동그라미 심볼은 y축 관련 성분, 세모 심볼은 z축 관련 

심볼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h/R=3.0, h/R=1.0, h/R=0.4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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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ide force, h/R=3.0 (left), h/R=1.0 (center), h/R=0.4(right) 

 심수 조건에서 힘 관련 성분인 Kfy, Kfz는 전진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프로펠러 자체가 항력으로 받아들여져, 유속이 증가할

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다. y축 방향으로 사항 각도를 부가함에도, z축 

성분이 나온 것은 프로펠러의 비대칭 형상과 한 방향 회전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된다.  

 수면 노출 조건에서 사항 부호에 따라 대칭성이 깨지는데, 공기 유입 

현상, 자유수면 교란, 프로펠러 비대칭 기하, 불균일 유입 등 다양한 요

인이 존재한다. Kfy 성분은 프로펠러 하단이 물을 밀어내는 반작용 방향

의 성분이 검출된다.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펠러 하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양의 사항 각도 대

비 음의 사항 각도일 때 값이 작고, 전진비에 따라 감소하는 폭이 가파

른데 이는 프로펠러의 한 방향 회전에 기인한 것이다. 

 Kfz 성분은 공기 유입 현상 및 자유수면 교란에 따른 부력 감소의 영

향으로 보여진다. 사항 각도에 따라 모두 양의 값으로 하중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 

Figure 46는 전진비, 사항 각도, 침수 조건에 따른 굽힘 모멘트를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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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Bending moment, h/R=3.0 (left), h/R=1.0 (center), 

h/R=0.4(right) 

Kmy, Kmz는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특정 전진비부터 수렴하는 경향을 

띈다. 이는 Figure 47와 같이 Amini et al. (201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심수 조건에서는 사항 부호에 따라 대칭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Figure 47 Side force(left) and bending moment(right) (Amini et al., 

2011) 

Kmy 성분은 프로펠러 상하단 양력의 차이로 발생한다. 수면 노출 조건

에서 프로펠러 하단만이 양력을 내기 때문에, Kmy는 양의 성분을 띄며, 

전진비가 커짐에 따라 하중이 감소하여 그 크기가 감소한다. 제 1 절에

서 설명했듯이, 양의 사항 각도일 때가 받음각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음

으로, 음의 사항각도보다 큰 값을 보였고, 감소하는 폭은 동일하였다. 

Kmz 성분은 프로펠러 좌우의 양력 차이로 발생한다. 수면 노출 조건

에서는 Wagner effect로 인하여 출수부의 양력이 입수부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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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기 때문에, 양의 값을 띈다. Kmy 성분과 마찬가지로 전진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양의 사항 각도일 때가 크게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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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ff-design 조건에서 작동하는 상선용 프로펠러의 축

계 하중 연구를 진행하였다. 축계 하중 계측을 위해 6분력계가 부착된 

프로펠러 단독시험 장치를 제작하였고, 타이밍 벨트를 통해 실시간 위상

각을 계측하였다. 부분 침수 및 사항 각도 중 조건을 조절하기 위해, 단

독시험 장치에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부착하였다. 

유입류 조건은 예인 전차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유입류 유무에 따라 

볼라드풀 시험 및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수행하였다. 

볼라드풀 시험에서는 회전수 및 침수 조건의 조합을 통해 공기 유입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과 프로펠러의 추진성능과 축계 하중을 분석하였다. 

프로펠러가 심수가 아닌 수면에 근접하여 작동할 시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기 유입 현상은 회전수가 클수록,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강해졌다. 세기가 강할수록 자유수면의 교란과 유동 소음이 발

생함을 확인하였다. 

압력이 낮은 흡입면과 날개끝으로 수면에서 발달한 공기 깔때기가 닿

게 되고, 날개의 회전운동에 의해 공기 깔때기가 부서져 공기 유입 현상

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 정수압이 작아졌

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 국부 압력이 낮은 날개끝의 영향으로 보인다. 

공기 유입 현상으로 발생한 bubble들은 프로펠러의 흡입면을 감싸게 

되고, 압력면과의 압력차를 내지 못하여, 추력과 토크 손실을 야기한다. 

추력과 토크 손실은 공기 유입 현상의 세기에 따라, 회전수가 클수록 축 



 

 63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컸다. 이러한 공기 유입 현상은 조건에 따라 양상

이 달라지는데, 공기 깔때기의 생성 및 소멸 혹은 크기가 변하여 공기 

유입 현상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하는 경우와 지속적

으로 강한 경우로 나뉘었다. 회전수가 클수록, 축 잠김 깊이가 얕을수록 

후자의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축계 하중의 피로 강도의 관점에서 보았

을 때 전자의 경우가 추력 및 토크 손실의 변동과 축계 하중의 추이가 

커 악영향을 더욱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조건에 따라 추력 편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기 유입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축 잠김 깊이부터 편심 변화가 발생하였

다. z축방향 편심은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 프로펠러 중심으로부

터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수면 노출 전에 공기 깔때기가 프로펠러 상부

에 붙고,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하단만이 양력을 내기 때문이

다. y축방향 편심은 수면 노출 전까지는 입수부에 위치했다가, 수면 노출 

후에는 출수부에 위치하였다. 수면 노출 전에는 bubble의 분포가 입수부

에서 좁고, 출수부로 퍼지며, 상대적으로 양력이 입수부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였고, 수면 노출 후에는 공기를 머금은 날개가 입수하면서 

Wagner effect로 인하여 입수부 대비 출수부에서 양력이 더 강하게 발

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기 유입 현상의 기진력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추력의 시계

열 데이터를 FFT를 수행하였다. 심수 대비 공기 유입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저주파수 영역대에서 노이즈 성분이 검출되었다. 공기 유입 양상에 

따라 저주파수 영역대의 범위가 달랐으며, partial ventilation은 좁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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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수 영역대, full ventilation은 넓은 저주파수 영역대에 노이즈가 분

포하였다. 특히,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날개수와 회전수의 곱 성분이 높

은 피크를 보였다. 

프로펠러 단독시험에서는 회전수를 고정하였고, 사항 각도, 침수 조건, 

속도 조건에 따라 프로펠러의 추진 성능과 축계 하중 성분을 분석하였다. 

침수 조건이 작아질수록 POW 곡선의 효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공기 유

입 현상에 따른 추력 손실이 토크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반면,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오히려 수면에 근접한 조건보다 효율이 증가하였는데, 

공기 유입 현상으로 손실된 추력보다, 수중에서 날개가 받는 점성 항력

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수면 노출 조건에서 토크가 크게 감소하여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진 상태보다 사항 각도 시 프로펠러의 추력 및 토크는 증가하였다. 

이는 축방향 유입 속도가 사항 각도에서 느려, 받음각이 커지기 때문이

다. 심수 중에는 사항 각도 부호에 따른 추력 및 토크의 차이가 없었는

데, 축 잠김 깊이가 얕아짐에 따라 비대칭성을 보였다. 수면에 노출될 

때는 프로펠러 하단만이 작동하고 프로펠러가 한 방향 회전만 하기 때문

에, 양의 사항 각도와 음의 사항 각도의 유입류 조건이 반대가 된다. 양

의 사항 각도 시 프로펠러 회전 방향과 유입류 방향이 반대가 됨으로써, 

마치 받음각이 커지는 효과를 보여 추력과 토크가 커지고 음의 사항 각

도 시 프로펠러 회전 방향과 유입류 방향이 동일하게 됨으로써, 받음각

이 작아지는 효과를 내어 추력와 토크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

과는 사항 각도가 커질수록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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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조건이 있을 때, 축계 하중은 전진비와 사항 각도에 비례하여 커

졌으며, 사항 부호에 따라 대칭성을 보였다. 그러나, 축 잠김 깊이가 얕

아짐에 따라 불균일 유입에 따른 비대칭성을 보였다. 

특히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프로펠러 상 하단의 유체 차이로 인한 비

대칭성으로 수직면 방향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였다. 전진비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펠러 하중이 감소하여 그 크기는 감소하였다. 축방향 횡력 성

분들은 모두 양의 사항 각도가 음의 사항 각도 대비 컸는데,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수면 노출 조건에서는 양의 사항 각도 시 받음각이 커지는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off-design 조건 중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축계 하중

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선미 베어링 설계 시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프로펠러와 같이 복잡한 형상과 자유수면이 고

려된 조건에서의 전산해석에 대한 선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

던 점에서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가 해석 검증용 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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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Partially Submerged 

Propeller’s Shaft Load 

Characteristics in Various Inflow 

Angle Conditions 
 

PARK GYUKPO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typical ship's propeller system is designed to meet the design 

speed of the vessel to be mounted, engine power, and revolution rate 

conditions. In addition, the structural strength and detailed design 

requirements of the propeller shaft system are selected by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vibration and load at the ship wake during the constant 

speed operation. However, in off-design conditions where the ship's 

motion changes, the uneven force applied to the propeller results in 

additional excitation forces in the shaft system. This load change 

should be estimated to determine the design load of the axial system 

and the structural strength of the propeller, but at present there is no 

clear design basis, and predictions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that 

can be used as realistic analytical techniques are not guaranteed due 

to the lack of verific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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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propeller open water (POW) test was performed on 

partially submerged condition in the towing tank to determine the 

excitation force of axial vibrations. A 6-DOF dynamometer with 

additional y- and z-axis forces and moment sensors was used, rather 

than thrust and torque measuring normally used for POW test. A 

combined load calibration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interference 

between the 6-DOF components measured in the dynamometer, and 

the propeller rotation phase angle was also measured to convert to a 

fixed coordinate. 

At bollard pull test, the thrust and torque loss according to 

submergence ratio and revolution rate conditions, eccentricity of 

thrust, and changes in axial excitation force were analyzed. The thrust 

and torque loss and axial lateral force components occurred as the 

ventilation phenomenon started. Under exposure to free surface 

conditions, it were thrust losses of up to 60% or more relative to the 

deep condition, and thrust eccentricity by bending moments varied by 

up to 60% in the center. The patterns of ventilation phenomenon were 

divided through underwater cameras, and the thrust raw data were 

used to conduct fast Fourier transform (FFT) to determine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ventilation. 

Noise in the low frequency zone was generated by the ventilation 

phenomenon, rather than by the combination of expected revolution 

rate and number of blade.  

 At POW test with inflow condition, propulsion performance and 

excitation force of axial system were analyzed according to 

submergence ratio and oblique angle conditions. The relatively large 

thrust loss relative to torque reduced efficiency, but the opposite 

tendency was shown under exposure to free surface conditions. The 

closer the propeller axis was to the free surface, the more asym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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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of the axial lateral force were detected according to the 

non-uniform inflow. These axial lateral force component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oblique angle. 

Using the POW test equipment equipped with a 6-DOF dynamometer 

and a device that regulates height and oblique angle conditions, the 

propeller's propulsion performance and axial lateral forces were 

studied during off-design conditions rather than design depth and 

attitude. It is hoped that the data analyzed under each condition can be 

expanded to ship scale and used as structural strength indicators for 

the strength design of the bit at quay or mooring line and the stern 

bearing design during the quay mooring test, and can be used as 

verification data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Keywords : Partially Submerged Propeller, Propeller Shaft Loads, 

Bollard Pull Test, Propeller Open Water Test,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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