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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활발한 해양 에너지 개발 활동과 함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의 해양 자원 개발을 위한 동적위치제어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을 갖춘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플랜트 작업 

환경의 최적화를 위하여 우수한 DPS 제어 성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DPS 스러스터(thruster) 설계 및 성능 예측 기술 확

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러스터-선체 상호간섭

(thruster-hull interaction)에 의한 추력 손실은 DPS 제어 성능 

감소를 유발하므로 기존 연구에서는 스러스터의 배치, 축 기

울기 등의 변화를 통해 스러스터-선체 상호 간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Cozijn and Hallmann[1]은 스러스터가 선저와 평행하게 설

치된 경우와 아래방향으로 7° 기울어진 경우를 고려하여, 단

독(open-water) 상태, 편평한 면(plate)에 설치되었을 경우 및 

바지선(barge)에 설치되었을 경우에 대하여 각각 입자영상속

도계(particle imaging velocimetry)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이로부터 7° 기울어진 스러스터가 선저와 평행한 경우보

다 Coanda 효과를 피할 수 있어 효율 및 추력이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Jürgens et al.[2]은 2개의 평행한 폰툰(pontoon)에 설치된 스

러스터의 기울기를 0°에서부터 9°까지 변화시켜 가며 추력 계

수와 속도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8°일 때 폰툰과 덕

트 사이에서 발생되던 와류가 생성되지 않았고 하류 방향의 

폰툰 선저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Jürgens 

et al.[3]은 실제 드릴쉽(drillship) 모델에 스러스터의 배치를 다

양하게 하여 선저와 평행한 모델과 8° 기울어진 모델을 비교

하였다. 이 때 스러스터의 위치에 따라 선저와 평행한 모델과 

8° 기울어진 모델을 적절히 배치했을 때 효율이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Yu et al.[4]은 전류스테이터를 가진 복합 프로펠러에서 대

하여 추진성능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Park[5] 

은 천수에서의 자유표면파를 고려한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장

을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덕트 스러스터 모델을 직접 적용한 

난류 유동 CFD 해석을 통하여, 축기울기가 스러스터와 선저

축기울기에 따른 스러스터와 선체의 상호간섭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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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eller and No.19a duct model

(a) (b)

Fig. 2 (a) Straight thruster and (b) 7° tilted thruster model

의 유체역학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때 생성되는 덕트 스러스터 주위의 상세 유동장에 대한 

가시화를 통하여 축기울기에 따른 유동장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축기울기가 7°인 경우, 스러스터와 선체의 상호 간섭

효과가 크게 감소함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축기울기가 0°와 7°인 경우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2. 수치 모델 및 해석 방법

2.1 덕트 스러스터 모델

본 연구에 적용된 프로펠러 및 No.19a 덕트로 구성된 스러

스터 모델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프로펠러 직경 D = 

1.5 m이고, r/R = 0.7에서 피치비 P/D = 1.171, 덕트의 길이는 

LD = 0.5D 이다. Fig. 2에서는 축이 수평면과 평행한 스러스터 

모델과 아래 방향으로 7° 기울어진 스러스터 모델의 개략도

를 나타내었으며, 형상 모델링은 상용 3차원 CAD S/W인 

CATIA V5를 이용하였다. 선체와 연결부인 POD 단면은 

NACA66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POD의 익현길이(chord) 

  = 1.1 m 이다. 선저에서 스러스터 축 중심까지의 거리 

dc = 1.5 m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스러스터 모델 

형상에 대한 자세한 제원은 Table 1-3에 나타내었다.

2.2 수치격자 시스템

본 연구에서 CFD 해석 영역에 대한 수치격자 시스템은 

STAR-CCM+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전체 계산 영역은 덕트

의 익현(chord) 방향 중심으로 부터 전방으로 3D, 후방으로 

10D, 그리고 측면 방향으로 10D를 설정하였다. 수치격자 생

성은 전체 계산영역을 프로펠러 영역, 덕트 영역 및 그 외 유

동장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 격자

수는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 격자의 개수

는 추력 계수 및 여러 반경에서의 압력 분포 기반의 격자 독

립성 테스트(Grid independence test)를 수행하여 결정하였다. 

x/LD 0 0.0125 0.025 0.050 0.100 0.150 0.200
yi/LD 0.1825 0.1466 0.1280 0.1087 0.0634 0.0387 0.0217
yo/LD - 0.2072 0.2107 0.2080 straight line
x/LD 0.30 0.40 ~ 0.60 0.70 0.80 0.90 1.00
yi/LD 0.0048 0.0000 0.0029 0.0082 0.0145 0.0236
yo/LD straight line -

Table 1 Geometry data of the No.19a duct model

r/R c/D P/D t/c
0.2 0.223 0.967 0.167
0.3 0.234 1.044 0.141
0.4 0.243 1.104 0.119
0.5 0.249 1.145 0.099
0.6 0.251 1.167 0.082
0.7 0.248 1.171 0.065
0.8 0.236 1.155 0.049
0.9 0.205 1.113 0.037
1.0 0 1.022 -

Table 2 Geometry data of the propeller model

x/cpod 0 0.0125 0.025 0.050 0.100 0.20 0.30
y/cpod 0 0.0224 0.0305 0.0427 0.0605 0.0838 0.0974
x/cpod 0.40 0.50 0.60 0.70 0.80 0.90 1.00
y/cpod 0.1041 0.1043 0.0969 0.0761 0.0479 0.0192 0

Table 3 Geometry data of the NACA66 pod model

Domain Number of element
Propeller 1,572,895

Duct 2,736,559
Outer flow 4,060,717

Total 8,370,171

Table 4 The number of grid for computatio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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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omputational grids (a) leading edge (b) trailing edge

Fig. 4 Computational grids around the 7° tilted thruster

Fig. 3에서는 프로펠러 날개 앞전(leading edge)과 뒷전(trailing 

edge)에서의 수치 격자 시스템을 확대하여 보였다. Fig. 4는 

비등각 격자(non-conformal grid)를 이용하여 생성된 스러스터 

주위 영역에 대한 수치격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2.3 수치해석 방법 및 경계조건

지배방정식으로는 비정상 비압축성 레이놀즈 평균 나비어-

스톡스(RANS) 방정식을 적용하였으며, 난류모델로는 SST 

(Shear Stress Transport) k-ω 모델을 적용하였다. 입출구 경계

조건으로는 입구 영역에는 균일한 속도를, 출구 영역에서는 

정압 조건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진비(advanced 

ratio) J = 0.1 ~ 1.0의 구간에서 추진성능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성능 해석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은 예인 조건인 J = 0.2

에서 중점적으로 보였다. 수치 해석은 범용 유체 유동해석 

S/W인 STAR-CCM+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Grid Independence Test

Fig. 5는 프로펠러 영역의 격자수에 따라 r/R = 0.3, 0.7 및 

0.9 에서의 압력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무차원 압

Fig. 5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t different numbers of grid

력계수 는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은 계산 영역 입구에서 압력이며, r은 프로펠러 

날개의 반경, 는 프로펠러 회전 각속도를 나타낸다.

급격한 압력구배가 존재하는 날개 앞전에서 발생하는 약 

5% 정도의  값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r/R에서 프로펠러 

영역의 격자(grid)의 개수가 1,500,000개의 경우와 4,000,000개

의 경우에 대하여 격자수에 무관하게  값이 서로 잘 일치

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계산 시간의 효율성과 해의 정확

성을 고려하여 모든 계산의 경우 프로펠러 영역의 격자(grid) 

개수를 1,500,000개로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스러스터 주위 유동해석

Fig. 6와 7은 각각 프로펠러 날개의 흡입면과 압력면에서

의 무차원한 압력계수  분포를 비교하였다. 스러스터가 선

저와 평행한 모델의 경우 전방의 POD 영향을 가장 크게 받

는 1번 날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모든 날개면에서 동일한 

압력 분포를 보였으나, 7° 기울어진 모델에서는 POD 와 덕트

의 상대적 간섭으로 인하여 4개의 날개면에서 압력 분포가 

서로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부터 날개 회전에 

따른 변동압력으로 인한 프로펠러 날개 진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프로펠러 바

로 앞에 위치한 POD의 영향과 7° 기울어진 스러스터 축으로 

인하여 프로펠러로의 비대칭적인 유입 유속이 발생하게 되어 

프로펠러 날개의 상대 위치에 따라 받음각(angle of attac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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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thruster 7° tilted thruster

Fig. 6 Pressure contours on blade surface for suction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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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thruster 7° tilted thruster

Fig. 7 Pressure contours on blade surface for pressure side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8은 두 스러스터 모델의 후류 영역에서 압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선저와 평행한 스러스터의 덕트 내부에서는 

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압력분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7° 기울어진 모델의 경우 스러스터 후류 영역에서 상대적으

로 강한 와류 발생과 함께 압력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은 스러스터 후류에서의 속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덕트와 선저면 사이에서 선저와 평행한 모델의 경우 속도가 

감소되는 부분이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 

기울어진 모델의 경우 상하 유동장이 비대칭이 되면서 불안

정해져서 프로펠러에 의해 가속된 유동장 영역이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은 두 스러스터 모델의 3차원 유동장에 대하여 스

러스터를 지나는 유선(streamline)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도 7° 기울어진 모델의 경우 유선의 상하 대칭성이 깨지는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0 0.25 0.5 0.75 0.1 1.25

× 

Fig. 8 Pressure contours on flow field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0 2.5 5.0 7.5 10.0 1.25

m/s

Fig. 9 Velocity magnitude contours on flow field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1과 12에서는 프로펠러 날개 및 

덕트 표면에서의 유선을 나타내었다.

두 모델 모두 덕트 내부면에서 전체적으로 유동 박리가 발

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7° 기울어진 모델의 경우 덕

트 아랫면에서 받음각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OD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덕트 위쪽면에서 불균일

한 유동장으로 인하여 유선도 불균일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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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0 2.5 5.0 7.5 10.0 1.25

m/s

Fig. 10 3D streamlines on flow field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Fig. 11 Streamlines on the upper surface of duct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Fig. 12 Streamlines on the lower surface of duct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0.85 0.9 0.95 1.0 1.05 1.1

× 

Fig. 13 Vortical structures by Q-criterion

Fig. 13은 Q-criterion[7,8]을 이용하여 스러스터 후류에서의 

와류 구조(vortical structure)를 가시화하였다. 선저와 평행한 

모델에 비하여 7°도 기울어진 모델에서 덕트에 의한 와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류 먼 영역까지 

와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후류에서의 

강한 와류 발생은 프로펠러축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덕트 

받음각의 변화로 인한 덕트 내부 경계층 유동장의 변화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선저와 평행한 모델에서 선저와 스

러스터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7°도 기울어진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저와 덕트 사이에서 더 강한 와류가 더 넓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추진 성능 해석

Fig. 14은 덕트 스러스터의 전진비에 따른 추력계수와 토

크계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추력계수와 토크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3)

또한 Fig. 14에서 KTP는 프로펠러만의 추력계수이며, K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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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rformance curves of the ducted thruster

(a) Straight thruster (b) 7° tilted thruster

0 3.0 6.0 9.0 12.0 15.0

m/s

Fig. 15 Velocity contours on a plane upstream of the propeller
                (J = 1.0)

는 덕트의 추력계수를 나타낸다. 낮은 전진비에서는 스러스터

가 기울어지지 않은 모델과 7° 기울어진 모델의 추력계수와 토

크계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진비가 0.6 이상일 경

우, 7° 기울어진 스러스터 모델이 더 큰 부하를 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Fig. 15에서 볼 수 있듯이 7° 기울어진 모

델의 경우 덕트에 의한 내부 경계층 유동장에서 상부쪽에서 유

입 유속의 상대적인 저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프로펠러의 

실질적 전진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PS의 3차원 스러스터 모델을 직접 적용하

여 스러스터 축 기울기에 따른 추진 성능 및 난류 유동장 수

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스러스터 축이 선저와 평행하게 설치된 경우와 아랫방향으

로 7° 기울어진 모델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모델의 경우 예인 조건에서의 추진 성능은 크게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선저와 스러스터 사이의 유동 간섭에 의한 와류 

발생은 선저와 평행하게 설치된 스러스터 모델에서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스러스터의 설치 위치에 따른 최적의 스러스터 축 기

울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건 및 변수에 따른 

수치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일류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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