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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prediction of propeller perform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marine propeller design process. Program developers are 

consistently trying to improve diminish predicted errors, and program users need to keep up with the latest ones with minimum expenditure of 

time and money. We have developed an internet based design system in which clients can design propellers with remote access. In this paper, 
optimized Internet based Propeller Design and Analysis System (iProDAS) for transferences of the massive data is presented, and a sample design 

using iProDAS i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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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인 공학  설계 는 해석 과정에는 수많은 로그램

이 연속 , 반복 으로 활용된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선박용 

로펠러의 설계과정도 설계자의 경험과 수많은 요소 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며 매 단계마다 설계자의 공학  단을 필요로 해

왔다. 본 연구 그룹은 선박용 로펠러에 한 이론해석  설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체계화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Windows 

환경에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로펠러 설계  해석 

패키지 ProDAS(Propeller design and analysis system)를 지속

으로 개발해 왔다(정인숙 등, 1996; 정인숙 등, 1997; Lee and 

Cho, 2001). 재 조선공업 1  국가인 우리나라 부분의 조선

소에서 이 해석 패키지를 사용하여 선박용 로펠러를 설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의 한계  하나는 모든 계산이 

설계자가 직  설계 장의 컴퓨터에서 개별 으로 수행된다는 

이었다.

설계 는 해석과정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가 설계자가 휴

하고 있는 컴퓨터에 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원격으로 계산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시 가 되었으며, 인터넷의 

보 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즉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에 의해 로그램의 역할이 분리가 가능해 진 

것이다. 이동 이거나 원거리에 있는 설계자는 인터넷망 속

이 가능한 장소에서 클라이언트 로그램만을 구동함으로써 설

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의 장 은 핵심 로그램을 

직  휴 하지 않음으로써 휴 용 컴퓨터의 분실에 따른 로

그램 유출의 험성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소형 조

선소와 같이 해석에 필요한 모든 로그램의 보유와 유지 리 

 수행 인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만을 소유함으로써 

산을 크게 감할 수 있는 등 이 이 상당히 많다. 이 경우는 

서버에 설치된 로그램은 서버 리자에 의해 정기 으로 최

신 버 의 로그램들로 업그 이드됨으로써 로그램의 성능 

향상에 따라 매번 로그램을 추가 구입해야하는 산 감 외

에, 비 문가 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로그램 내용에 필요

이상 여할 필요가 없고 성능이 향상된 최신 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로펠러 설계와 같은 교육과정에서

는 특히 교육생들에게 설계 로그램 제공에 따른 부담을 없애

면서도 로그램을 활용하여 해석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이 이 있다.

이러한 이 을 고려하여 이왕수 등(2003)은 인터넷 기반 로

펠러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설계과정 개발의 첫 시도로서 실제로 수많은 복잡한 설

계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따른 어

려움이 있었고, 통신 로토콜(Protocol)  기본 인 동작을 설

계하는데 그쳤다. 특히 용량이 큰 데이터의 송수신에 따른 문제

, 여러 사용자의 동시 사용에 따른 문제 , 하드웨어에 CPU 

성능에 따른 로그램 동작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 이 있었다.

66



인터넷 기반 선박용 로펠러 설계  해석 시스템 개발 67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 버 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기반 로펠러 설계해석 시스템(이하 iProDAS, Internet-based 

propeller design and analysis system) 개발을 완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iProDAS에 이용된 인터넷 통신 구  부분의 개선

을 설명하고, 선박용 로펠러 설계과정 계산( )를 통한 고

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2. TCP 통신의 실제 구현

 

서버-클라이언트 분리에 의한 로그래 은 인터넷을 통해 

원격의 두 컴퓨터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을 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왕수 등(2003)은 서버-클라이언트로 설

계된 로그램이 소켓함수에 의해 두 컴퓨터가 연결되는 과정

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컴퓨터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송제어규약)에 의해 연결되며 양방향으로 스트림

(Stream) 방식의 통신이 가능함을 보 다. TCP통신의 기본사항

은 부록에 정리하 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분의 핵심기능이 구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한정된 네트워크 환경  입출력 데이터 특성만을 고려하

여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용량의 일을 송할 경우 클라이

언트에서 일부 일을 완 히 송받지 못하고 락되는 치명

인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왕수 등

(2003)이 제안한 스트리  로토콜을 수정하는 과정을 먼  보

이기로 한다.

2.1 서버 측 패킷 전송 구현부분

최  패킷사이즈는 일정한 크기(경험에 의해 결정한 크기 

1024byte)로 정의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최  패킷사이즈를 넘

는 데이터를 송할 경우 패킷을 분할해서 보내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패킷의 헤더 구성방식(Fig. 1, before)은 송되고 있는 

패킷이 용량 일의 부분 패킷일 경우 수신측에서 부분 패킷

들을 결합할 기 이 없으므로 처음 도착한 패킷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패킷은 처리되지 않거나 다른 패킷과 결합되어 의도하

지 않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다 . 그러나 개선된 방식(Fig. 1, 

current)에서는 헤더에 송 래그를 추가하여 일의 최  패

킷을 1로 표시하고 연속 패킷을 0으로 표시하면, 수신측에서 

송 래그를 기 으로 데이터를 하나의 일로 결합할 수 있다. 

한 데이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하여 헤더에 패킷사이즈 

외에도 체 일사이즈를 기록해 송량을 체크하도록 하 다.

2.2 서버 측 패킷 전송 스레드 동기화 문제

기존의 방식은 결과 일의 송 시 Process스 드(계산  결

과처리를 수행)와 IO스 드(네트워크로의 입출력 수행)의 두 개

의 스 드가 첩되어 수행되는 문제가 있다. 즉, 데이터를 패

Fig. 1 Structural alterations to a packet

Fig. 2 The transmission sequence of the packet which uses a 

thread synchronization technique

킷단 로 분할하여 송 요청하는 Process스 드와 송완료 

결과를 체크하여 송되지 못한 부분을 재 송하도록 요청하는 

IO스 드의 실행순서가 제어 되지 않아 데이터의 순서가 뒤바

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스 드 동기화

(Thread synchronization)기법을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스 드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기 해 세마포어(Semaphore) 오

젝트를 사용하 다. 를 들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패킷의 송요청이 완료되면 IO스 드에서는 완료 결과로

써 송되지 못한 ⓑ를 악하여 추가 송을 시작한다. 동시에 

Process스 드는 두 번째 패킷인 ⓒ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이

때 ⓒ는 ⓑ가 부 송되고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기할 수 

있도록 하 다.

2.3 클라이언트 측 패킷 수신 구현부분

기존의 방식에서는 수신측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패킷으로 분할하여 들어올 경우를 비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2.1 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할된 패킷을 분석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결합되도록 구 하 다.

한편 다양한 크기의 여러 가지 패킷들이 송되는 경우 TCP

의 Nagle알고리즘에 의해 여러 패킷들이 서로 결합되거나 분리

되어 송된다. 를 들면, 10KB 크기의 패킷을 서버에서 송

했다고 할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9KB가 먼  들어오고 나머

지 1KB는 다음에 송될 패킷의 일부와 결합하여 들어오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측에 당한 크기의 버퍼를 

비해 패킷 헤더에 기록된 패킷사이즈 만큼의 데이터를 송

받은 후 하나의 패킷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해 링버퍼

(Ring buffer)방식을 도입하 다. 링버퍼의 크기는 오버 로우

(Overflow)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패킷사이즈의 두 배로 하

으며 구 된 링버퍼 방식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가 송되면 일

단 링버퍼에 장 후 패킷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로 얻어진 

패킷사이즈와 링버퍼에 장된 데이터 사이즈를 비교 후, 해당 

패킷이 완 히 송되었다고 단되면 바로 링버퍼에서 데이터

를 읽어옴으로써 하나의 패킷이 완성된다. 이후 완성된 패킷의 

End point를 다음 패킷의 Start point로 지정하여 연속 으로 데

이터를 장한다. 장할 데이터(■)가 링버퍼의 끝단에 남은 공

간보다 클 경우, 링버퍼의 끝부분을 넘어서는 데이터는 버퍼의 

처음으로 돌아가 장하는 링버퍼의 개념을 Fig. 3에 도시하 다.

Fig. 3 The processing of the data when reached th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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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itial view of server consol and client window

2.4 해석코드 실행시간에 의한 대기자 처리

로펠러 성능추정 수치 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계산시간이

나 수치계산 결과가 방 한 경우가 있다. 기존의 PC에서 설계하

는 방식은 최종사용자가 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직  확인하면

서 계산을 수행하는 계로 계산시간이나 개인 PC의 성능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기반 설계 로그램의 

경우 로그램의 실행은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계로 계산시간

의 증가, 데이터의 송 시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

사용자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 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다수의 사용자가 서버에 속할 경우 서버는 요청순서에 따라 

Process스 드의 기자 큐(Queue)에 넣어 1명씩 계산이 진행된

다. 따라서 기열이 긴 최종사용자는 자신의 계산순서를 알 수 

없는 계로 인터넷 속  서버에 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최종사용자의 작업이 기자 큐에 

들어가는 순간과 큐에서 나오는 순간 큐에 기 인 모든 기

자에게 자신의 기 순 를 알 수 있도록 하 다.

3. iProDAS를 이용한 프로펠러 설계(예) 및 고찰

서버는 실행 기에 클라이언트와의 속, 데이터의 송수신 그

리고 수치해석 모듈 등을 수행하는 소켓  스 드를 기화하

면서 실행된다. 기화 과정을 마치고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고 

있는 서버와 로펠러 설계자가 직  수행할 클라이언트인 

iProDAS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 실행화면을 Fig. 4에 도시

하 다.

iProDAS의 실행 후 설계를 수행하기 해서는 서버에 사용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Fig. 5와 같이 

속 창을 통해 서버에 속하여 승인 과정을 거친 후 서버의 설

계 모듈을 사용하게 된다.

설계과정은 유효반류추정→ 로펠러 최  직경 선정→설계

로펠러 정상 성능해석→설계 로펠러 캐비테이션 추정→선속추

정의 흐름에 따른 수치계산을 수행하 으며. 설계결과는 주로 

데이터 송수신  계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하 다. 

본 논문은 로펠러 설계를 한 iProDAS의 사용  결과에 

한 것을 목표로 하 기 때문에 방 한 양의 수치  모델링과

Fig. 5 Log-in process (L: server, R: client)

Table 4 Predicted self-propulsion coeff

MCR (BHP x rpm) : 54460 ps x 102.0 rpm
NCR (BHP x rpm) : 49014 ps x 98.8 rpm

Vs 22.00 23.00 24.00 24.50 25.00

EHP 21494 24571 28759 31433 34496

w 0.2757 0.2747 0.2737 0.2732 0.2727

t 0.2010 0.1999 0.1988 0.1983 0.1977

계산과정  데이터 처리 차는 생략하 다. 

3.1 설계조건

iProDAS의 동작 안정성  계산데이터의 송수신 검증을 

해 4,100TEU  컨테이  선박용 로펠러를 설계하 다. 사용

된 로펠러 요구조건  자항추정 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 프로펠러 수치계산(예)
설계를 한 입력 일  수치계산 결과는 설계 로펠러별

로 구성된 작업 디 토리의 하 에 치한 INPUT, OUTPUT 

디 토리에서 송수신 된다. 로펠러 설계를 하여 클라이언

트 PC에 구성된 작업 디 토리( , CNU4100_Prop1)와 수치계

산을 한 입력 일이 생성된 형상을 Fig. 6에 도시하 다.

사용자는 포함된 여러가지 모듈을 사용하여 설계․해석을 수

행한다. 각 모듈의 근은 Fig. 7에서와 같이 일반 인 메뉴를 

통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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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Working directory structure 

Fig. 7 Access to the menu for the execution 

Fig. 8 Execution of MauOpti module

(1) 최  직경 선정: 먼  설계조건에서의 최  직경을 구하기 

하여 MAU series를 이용한 MauOpti모듈을 수행하 다. Fig. 

7은 MauOpti모듈의 실행을 해 해당 메뉴에 근하는 모습이

고, Fig. 8에서 계산수행  결과가 송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자는 계산 결과로 생성되어 송된 일명, 용량, 

일개수를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에서는 2개의 일

(msgopti.dat(219byte), mauopti.out(1,008byte))이 송되었다.

최  직경 계산을 수행한 후 로펠러 직경  확장 면 비, 

평균 피치비등을 결정하여 상세 설계는 생략하고 설계된 로

 

Fig. 9 Designed propeller

Fig. 10 Calculation of propeller open-water performance and 

loading distribution

Fig. 11 Propeller performance prediction

펠러 형상을 별도의 후처리 로그램을 사용하여 Fig. 11에 도

시하 다.

(2) 단독 성능 계산: Fig. 9은 기 설계된 로펠러 형상에 

한 로펠러 단독성능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계산 결과를 주고

받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 결과 생

성된 8개의 일이 모두 정상 으로 송되었으며 최  일크

기는 40,501byte 다. 계산 결과인 단독성능 곡선은 Fig. 10에 

도시하 다. 이것을 기 으로 설계자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효율 특성을 갖는 로펠러 설계 유무를 단하게 된다.

(3) 캐비테이션 발생 추정 : 설계자가 로펠러의 캐비테이션 

발생정도를 악하는 것은 기 설계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그룹에서는 수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을 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으며 재 단일 패키지 형식으로 조선소  일반 선박

용 로펠러 설계자에게 보 되어 사용되고 있다. iProDAS는 

사용자가 설계한 로펠러의 성능해석뿐만 아니라 캐비테이션 

발생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있다. 본 논문의 마지막 

확인단계로 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추정 수치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결과로 12개의 일이 생성되었으며 최  크기는 

359KB, 총 크기는 887KB로 모두 정상 으로 송되었다. Fig. 

12에 클라이언트에 송된 일의 디 토리를 나타내었으며, 

계산 후 송된 캐비테이션 추정결과를 후처리 로그램을 사

용해 Fig. 13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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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lient's working directory

Fig. 13 Cavity prediction

이상의 수치계산( )를 통하여 로그램의 정상 동작을 확인

하 다. iProDAS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는 설계 로그램

의 보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 이 있으므로 

PC에 구애받지 않고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로펠러 설

계를 한 입력 자료의 비  입력 일의 생성방법은 기존의 

개별 모듈 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사용자로 하여  친 감을 느

끼도록 하 다.

로펠러 설계를 한 수치계산 수행에서 비교  계산 시간

이 짧고 계산결과가 은 로그램의 경우(MauOpti 등) 계산시

간  데이터 송 시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 다. 반면에 설

계자의 인터넷 송속도  계산결과 데이터 일의 크기나 수

가 많을 경우 다소 송시간에서 지체되는 모습을 보 다. 따라

서 iProDAS의 활용에 따른 설계자의 설계시간 증가는 서버에 

존재하는 수치계산 로그램의 계산시간에 따른 특성보다는 계

산된 결과 일의 용량  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로펠러 설계 체과정으로 보면 미미한 수 이므로 

수치계산을 하여 각각의 PC에 설계 로그램을 모두 설치하

고 리하는 노력과 경제 인 손실에 비하면 iProDAS의 효율

성은 매우 높다고 단된다.

4. 결 론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버-클라이언트 환경을 구 하여 원격지 

설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각종 수치해석 로그램 모듈을 통합

하고 문제 의 해결  개선이 이루어 졌다. 클라이언트 로그

램은 통합 로그램으로써의 사용자 환경을 마련하 고, 일의 

크기에 따른 문제 을 패킷설계의 수정  스 드 동기화 기법

을 통해 해결하여 계산 결과가 사용자측에 완 히 송되도록 

하 다. 개인용 PC에서 수행하던 여러 종류의 로펠러 설계

로그램을 인터넷기반에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입장

에서 로그램의 업그 이드  유지 리에 한 장 을 제시

하 다. 향후 로펠러의 설계  해석 차에 한 분석을 통

하여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다면 ․소형 조선소와 같이 산

장비의 유지, 보수가 힘들고 설계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제 , 

기술 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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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TCP 통신:

TCP란 인터넷기반의 데이터 송방법을 정의하고 송을 제

어하기 한 통신규약이다. TCP는 목 지를 찾아가기 해 

IP(Internet protocol)와 함께 사용되는데 IP가 데이터의 배달을 

장하는 동안, TCP는 데이터 패킷을 추  리한다. TCP계층

은 데이터를 효율 으로 라우 (Routing)하기 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나 거나 합치는데, 이것을 패킷(Packet)이라고 

부른다.

연결지향 로토콜인 TCP는 각 지 간의 가상연결이 설정되

고 응용 로그램들이 이러한 연결라인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경계가 없이 스트림 방식으로 송이 이루어

지며 데이터의 도착순서가 보장되고 연결 상의 문제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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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윤성우, 2003; Jones and 

Ohlund, 2003). 를 들면, iProDAS-Server로부터 Client에게 

보내질 때, 서버 내에 있는 TCP 계층은 Nagle알고리즘에 의해 

송 요청받은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크기의 패킷

들로 나 거나 결합하고, 패킷 번호를 붙인 다음, IP 계층으로 

보낸다. IP는 데이터를 올바른 주소지에 달하는 것에만 념

하는 계층으로 각 패킷이 동일한 수신지 주소(IP주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뒤바  순서로 

송될 수 있다. 다른 편(클라이언트 로그램)에 있는 TCP계층

에서 각 패킷들을 순서 로 재조립하여 하나의 완 한 데이터

로 도착하게 된다(윤성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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