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공학회지 제32권 제6호, pp 419-426, 2018년 12월 / ISSN(print) 1225-0767 / ISSN(online) 2287-6715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해사기구인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라는 지표를 제시하여 선박이 내

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D(Energy 

saving device, 에너지 저감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Carlton(1994)은 다양한 ESD를 프로펠러 전방(ZoneⅠ), 

프로펠러(ZoneⅡ), 프로펠러 후방(ZoneⅢ)에 부착되는 ESD로 나

누었다(Fig. 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Pre-device, 

Main-device, Post-device라고 명하겠다.

대표적인 Pre-device로는 Pre-swirl stator(PSS), Pre-swirl duct 

(PSD) 등이 있으며, Main-device로는 Tip Rake propeller(TRP), 

Contra-rotating propeller(CRP), 그리고 Post-device로는 비대칭 타

(Twisted rudder), 러더 벌브(Rudderbulb) 등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ESD 중 Post-device에 대한 연구로 러더 벌브

(Rudder bulb, 벌브) 및 프로펠러 캡(Cap, 캡)을 복합적으로 설계

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통한 선박의 전달동

력 감소를 확인하였다. 

Fig. 1 Zones for classification of energy-saving devices (Carlt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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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 벌브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널리 사

용되고 있는 ESD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러더 벌브의 유체동역

학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Okada et al., 2015).

(1) Hub vortex 감소

(2) 프로펠러로 인한 후류의 수축 감소

(3) 반류 이득으로 인한 선각효율 향상

초기 러더 벌브는 Costa bulb와 같은 구형 벌브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구형 프로펠러 캡과 함께 사용되었다(Mewis and 

Deichmann, 2013). 그러나 위와 같은 벌브 효과를 더욱 향상시

키기 위해 러더 벌브뿐만 아니라 타(Rudder) 및 프로펠러 캡이 

복합적으로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Post-device가 개발되

었다.

Nielsen et al.(2012)는 선체를 제외한 Conventional rudder에 

Kappel propeller 및 러더 벌브를 사용하여 설계 속도 18.5노트

(34.262km/h)에서 약 9.3%의 Specified MCR(Maximun continuous 

rating) 감소 효과를 CFD를 통해 확인하였다. Kim et al.(2014)는 

13,000TEU 컨테이너선용 비대칭 타에 벌브와 Thrust fin을 적용

하여 약 2% 효율 증가를 실험으로 확인 하였다. Cha(2017)에서

는 KCS(KRISO container ship)선박에 러더 벌브의 크기에 따른 

효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벌브의 직경이 프로펠러 허브 직경

의 0.9% 일 때 약 1.6% 효율 증가를 CFD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ESD개발을 위하여 캡과 벌브 사이 간

극, 벌브 형상, 크기 등 Post-device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다각적

인 상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

선인 3,600TEU　KCS을 기준으로 Post-device를 2가지(러더 벌

브, 캡)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Post-device의 효율 증대를 위해 

타는 선행연구인 Tae(2017)에서 실험 및 CFD를 통해 전달동력 

감소 효과가 입증된 비대칭 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비

대칭 타의 불연속 단면을 포함하는 러더 벌브 및 후류의 수축

을 억제하는 발산형 프로펠러 캡을 사용하여 효율 상승을 기대

하였다. Post-device의 효율 비교는 Bare hull 대비 전달동력이 가

장 적은 case를 목적함수로 두었으며, 자항요소 분석을 통한 효

율 상승 원인을 분석하였다. 추후 최적 설계된 Post-device를 제

작하여 모형시험을 통한 자항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2. Post-device 설계

2.1 비대칭 타

본 연구에 사용된 타는 선행연구인 Tae(2017)에서 설계된 

Prototype 비대칭 타이다. Tae(2017)에서는 CFD해석을 통해 비

대칭 타에 유입되는 입사각을 파악한 후 설계하고자 하였으나, 

비틀림 각이 30°이상 과도하게 결정되어 차선책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Prototype 5°의 비대칭 타를 사용하였다. Kim 

et al.(2009)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기법을 사용하여 12,000TEU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캐비테이션이 가장 적은 비대칭 타를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비틀림 각 7~8도에서 가장 적은 캐비테

이션이 발생되나 이 경우 효율 및 저항관점에서 불리하여 일반

적인 비틀림 각인 5°를 사용하였다. Heo(2017)은 3,600TEU KCS

선박에 혼타(Semi-spade rudder)대비 우수한 전달동력 감소 및 

양항비를 가지는 비대칭 타를 설계하였다. 비대칭 타의 설계 시 

       

(a) Semi-spade rudder (b) Twisted rudder

Fig. 2 Modeling of semi-spade rudder and twisted rudder

Table 1 Main dimension of semi-spade rudder & twisted rudder

Semi-spade rudder Twisted rudder

Top chord [mm] 151.8 152.3

Bottom chord [mm] 126.6 120.1

Mean chord [mm] 139.2 136.2

Span [mm] 250.6 248.5

Aspect ratio 1.8 1.82

저자의 실선 비대칭 타 설계 시의 경험을 토대로 표준으로 사

용하는 비틀림 각 5°를 사용하였다.

비대칭 타는 전타(Full-spade rudder)의 일종으로써 혼타의 간

극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문제 및 혼(Horn) 뒷부분에 발생하

는 와류를 차단해 주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혼타 및 

비대칭 타의 형상은 Fig. 2와 같으며, 자세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2 러더 벌브 및 프로펠러 캡의 설계

Fig. 3은 러더 벌브 및 캡의 기호에 관한 정의이다. W는 러더 

벌브의 가로방향 직경, D는 러더 벌브의 세로방향 직경, H는 하

류방향의 허브 직경, θ는 캡의 각도이다. 러더 벌브와 캡은 프

로펠러 후류의 수축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짐

  

Fig. 3 Definition of rudder bulb size, cap angle, cap bulb clearance 

and hub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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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나의 ESD처럼 설계하였다. 즉, 캡을 따라 발산된 흐름이 

러더 벌브에 유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캡의 각도와 벌브의 

직경을 하나의 변수로 설계하였다. 러더 벌브의 후류방향 길이

는 비대칭 타의 최대 두께 지점까지 설계하여 비대칭 타의 상

부와 하부 불연속면을 포함하였다. 또한 프로펠러로 인해 수축

되는 후류를 보완해 주기 위해 캡은 발산형으로(θ>0), 러더 벌

브의 직경은 허브보다 크게(W,D>1H) 설계하였다. 그 후 Table 2

와 같이 4가지 Case를 선정해 캡과 벌브의 성능을 비교하였으

며, 2.2.1~2.2.4절에는 Case에 대한 설계 방법을, 4.2.1~4.2.4절에

는 Case에 대한 전달동력 비교 및 효율 변화 원인을 나타내었

다. Case 1에서는 러더 벌브와 캡의 간극에 따른 성능을 확인해 

보았고, Case 2에서는 Mewis and Deichmann(2013)와 Shin et 

al.(2012)처럼 구형 벌브와 평행한 벌브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의 

대상선에 적합한 벌브 형상을 확인해 보았다. Case 3에서는 벌

브의 직경을 1.1H부터 키워가면서 최적 직경을 찾아보았으며, 

Case 4에서는 회전하는 후류를 억제하여 곧게 뻗어주도록 벌브

의 가로방향 길이를 키워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50mm간극에 5°의 발산각을 가지는 캡, D=1.2H, 

W=1.4H인 비대칭 구형 벌브에서 Bare hull대비가장 높은 2.05%

의 전달동력 감소를 보였다.

2.2.1 러더 벌브와 캡 사이 간극에 따른 설계 (Case 1)

러더 벌브와 캡 사이의 간극을 실선 기준 50mm와 70mm로 

정하여 자항 성능을 비교하였다(Table 7). 이때 초기 러더 벌브

의 크기는 타 기관과의 러더 벌브 설계 경험을 토대로 1.2H로 

  

(a) A type (b) B type

Fig. 4 Modeling of rudder bulb and cap according to rudder bulb 

& cap clearance

정하였으며 4.2.3절에서 추가적인 Case study를 통해 러더 벌브 

크기를 최적화 하였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해 러더 벌브의 크기 및 캡 각

도는 동일하게 두었으며, 모델링은 Fig. 4와 같다. 간극에 따른 성

능 비교 결과 50mm의 간극에서 70mm보다 약 0.4% 우수한 전달

동력 감소를 보였으며, 이를 Case2~4의 고정변수로 두었다. Case 

study에 따른 자세한 전달동력 비교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2.2.2 러더 벌브의 형상에 따른 설계 (Case 2)

러더 벌브의 형상을 구형 Type과 발산형 캡과 유선형을 이루

도록 설계한 평행한 Type 2가지로 나누어 전달동력을 비교하였

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 러더 벌브의 크기 및 캡 각도는 일정하

게 두었으며, 모델링은 Fig. 5와 같다. 벌브 형상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구형 벌브가 평행한 벌브보다 약 0.8% 우수한 전달

동력 감소를 보였으며, 이를 Case 3-4의 고정변수로 두었다.

  

(a) A type (b) C type

Fig. 5 Modeling of rudder bulb and cap according to rudder bulb 

type

2.2.3 러더 벌브 크기와 각도에 따른 설계 (Case 3)

러더 벌브의 크기 및 캡의 각도는 벌브의 최대 직경과 캡의 연장

선이 만나도록 하나의 변수로 설계하였다. 벌브의 크기는 1.1H부

터 키워가며 최적 직경을 찾아보았다. 러더 벌브와 캡 사이 간극은 

50mm, 벌브 Type은 구형 벌브로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모델링은 

Fig. 6와 같다. 벌브 크기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벌브의 크기가 

1.1H일 때 보다 1.2H일 경우 약 0.5%, 1.3H일 경우 약 0.3% 우수한 

전달동력 감소를 보였으며 최적 직경은 1.2H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Case 4의 고정변수(D=1.2H)로 두었다.

Case Type Bulb type
Clearance

[mm]
θ

[degree]
D W Design conditions

1
A Sphere 50 5 1.2H 1.2H

Rudder bulb & Cap clearance
B Sphere 70 5 1.2H 1.2H

2
A Sphere 50 5 1.2H 1.2H

Sphere type & Parallel type bulb
C Parallel 50 5 1.2H 1.2H

3

D Sphere 50 2 1.1H 1.1H

Cap angle & Rudder bulb sizeA Sphere 50 5 1.2H 1.2H

E Sphere 50 8 1.3H 1.3H

4
F Sphere 50 5 1.2H 1.3H

Asymmetric rudder bulb size
G Sphere 50 5 1.2H 1.4H

Table 2 Case study according to design conditions of rudder bulb and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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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 type (b) A type

(c) E type 

Fig. 6 Modeling of rudder bulb and cap according to cap angle 

and rudder bulb size

 

2.2.4 비대칭 러더 벌브 형상에 따른 설계 (Case 4)

비대칭 러더 벌브는 벌브의 가로방향 직경(W)이 세로방향 직

경(D)에 비해 더 큰 벌브로, 벌브의 가로방향 길이가 프로펠러로

부터 나온 회전하는 흐름을 억제하여 곧게 펴줄 것이라 기대하

여 성능 연구를 해 보았다. 러더 벌브와 캡 사이 간극은 50mm, 

벌브 Type은 구형 벌브, D=1.2H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또한 

이때 캡 각도()는 세로방향 직경(D)에 맞추어 정하였으며, 모델

링은 Fig. 7과 같다. 비대칭 벌브 형상에 따른 성능비교 결과, 벌

브의 크기가 1.2H/1.3H일 때 보다 1.2H/1.4H일 경우 약 0.4% 우

수한 전달동력 감소를 보여 최종적으로 Bare hull대비 약 2.05%

의 전달동력 감소를 보였다.

  

(a) F type (b) G type 

Fig. 7 Modeling of rudder bulb according to asymmetric rudder 

bulb size

3. 수치해석

앞서 설계한 Post-device를 STAR-CCM+(v11.02)를 이용하여 자

항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 비교는 자항점에서 알몸선체(Bare hull) 

대비 ESD 부착 시 선박의 전달동력( ) 감소로 평가하였다.

3.1 대상선 제원

대상선(3,600TEU KRISO container ship)은 부산대학교 예인수

조의 크기에 맞추어 프로펠러의 직경이 0.2m가 되는 축척비 

39.5로 설계하였으며, 설계속도는 1.964m/s이다.

3.2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식 (1))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식 (2))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
















 (2)

여기서   는   방향의 유속이며, 는 정압, 

는 유체밀도, 는 유체점성, 는 Reynols stress, 는 단위

체적당 물체력을 나타낸다.

3.3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의 해석 프로그램은 상용코드인 Star CCM+ Ver. 11.02

를 사용하였고, 난류 모델은 경계층 내에서의 박리유동을 모사

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Realizable   모델을 채택하였다. 프로

펠러 주위 유동의 모사는 프로펠러와 회전 영역의 격자를 직접 

회전시켜주는 Sliding mesh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Time step은 

Table 3 Comparison of drag, thrust and torque according to time 

step at 630rpm

Time step
[s]

Drag
[N]

Thrust
[N]

Torque
[N·m]

0.001 49.04 32.76 1.11

0.002 49.25 32.50 1.11

Diff. [%] 0.43 -0.78 -0.39

Table 4 Analysis condition

Program STAR-CCM+ (Ver. 11.02)

Governing equation Incompressible RANS

Discretization Cell-centered FVM

Turbulence model Realizable  model

 70

Wall function Non-equilibrium

Velocity-pressure coupling SIMPLE algorithm

Rotation method Sliding interface moving mesh

Cell number approx. 3,500,000

Time step 0.002 s

Physical time 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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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가 한번 회전할 때 약 95회, 48회인 경우로 나누어 성

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저항 및 추력, 토크의 차이가 1% 

미만으로 보여 계산 시간 대비 좀 더 효율적인 0.002초의 Time 

step을 사용하였다. Time step에 따른 성능 비교는 Table 3에 나

타내었으며, 자세한 해석조건은 Table 4와 같다.

3.4 격자계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체표면에 Trimmer mesh를 주었으며, 좀 더 

형상이 복잡한 프로펠러에는 Polyhedral mesh를 사용하여 프로펠

러 주위 유동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표면의 초기 격

 

Fig. 8 Numerical grid system for calculations

Fig. 9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자 높이를 나타내는   으로 두었으며, 선체의 전단력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Prism layer(경계층격자)를 6개로 나누어 벽함

수(Wall function)를 적용하였다. 해석을 위한 도메인의 경계조건

은 Inlet, Top, Bottom부분에 Velocity Inlet조건을 주었으며, Outlet

부분에 Pressure Outlet조건을, 그리고 양 Side부분에 Symmetry조

건을 주었다. 위와 같은 격자계를 Fig. 8에 나타냈으며, 경계조건

을 Fig. 9에 나타내었다.

3.5 수치해석 검증

CFD를 통해 해석한 모델은 난류 모델, 경계층 두께, Time step등 

다양한 해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따라서 CFD 해석의 결과 

값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Tae, 2017; Kwon, 2013)에서 진행된 KCS선박의 Model test를 

통해 CFD의 저항 및 공칭반류를 비교하였다(Table 5, Fig. 10).

Table 5 Comparison of resistance coefficient at model scale

Resistance coefficient  ×


CFD 3.951

Model test 3.938

Difference (%) 0.318

 

(a) CFD (b) Model test

Fig. 10 Comparison of nominal wake at propeller plane

4. 수치해석 결과

4.1 저항성능 결과

자항상태와 동일한 해석 조건을 사용하여 격자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러더 벌브 및 캡을 포함한 저항 값을 확인하기 

Case Type Division  ×
 EHP [PS] EHP_Diff. [%]

Bare hull - 2.498 31643 0.00

1
A 50mm clearance 2.497 31641 -0.01

B 70mm clearance 2.511 31817 0.55

2
A Sphere type bulb 2.497 31641 -0.01

C Parallel type bulb 2.507 31774 0.41

3

D 2° / 1.1 H / 1.1 H 2.515 31859 0.68

A 5° / 1.2 H / 1.2 H 2.497 31641 -0.01

E 8° / 1.3 H / 1.3 H 2.515 31870 0.72

4
F 5° / 1.2 H / 1.3 H 2.509 31796 0.48

G / 5° 1.2 H / 1.4 H 2.503 31724 0.26

Table 6 Comparison of resistance according to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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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프로펠러 블레이드를 제거한 Dummy hub를 사용하였다. 

Case에 따른 자세한 저항성능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설계 속도인 24노트(44.448km/h)에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각 

Case별로 저항 값의 차이는 1% 미만의 작은 차이를 보였지만, 

특이한 점은 러더 벌브의 크기가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이 

아닌 일정한 크기에서 저항이 가장 작아지는 최적 크기가 존재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러더 벌브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은 

Case study를 통해 최적 직경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2 자항성능 결과

자항점(Self-propulsion point)에서의 모형의 전 저항 
 , 추력 

 , 토크  , 회전수 를 구하기 위하여 두 개의 프로펠러 회

전수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내삽(Interpolation)하여 구하였다. 해석 

방법으로는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1978 

Method를 기반으로 한 2차원 방법( )으로 실선 성능을 추

정하였다. Table 7에서는 설계 속도인 24노트(44.448km/h)에서 

Case에 따른 자항 요소 및 전달동력 비교를 나타내었으며, 4.2.1~ 

4.2.4절에서는 러더 벌브 주변 유선비교(Figs. 11-14)를 통해 효율 

증가 원인을 나타내었다.

4.2.1 러더 벌브와 캡 사이 간극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Case 1) 

러더 벌브와 캡 사이 간극이 50mm일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와

류가 감소하여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Table 6의 EHP(Effective 

 

(a) A type (b) B type

Fig. 11 Comparison of streamline accordingy to rudder bulb & 

cap clearance

horse power)와 Fig. 11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간극에 따

른 준추진효율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DHP(Delivered horse power)

의 정량적인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7).

4.2.2 러더 벌브의 형상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Case 2)

러더 벌브의 형상이 평행한 형상일 때 프로펠러에서 나온 회

전하는 흐름이 벌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흘러 벌브를 

지난 후 아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구형 벌브

의 경우 벌브의 형상에 의해 흐름의 회전이 제한되면서 벌브를 

지난 후 곧게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2).

이를 자항요소를 통해 비교하면, 흐름이 구형 벌브에 제한되

어 반류가 증가하지만 그와 동시에 추력감소계수도 증가하여 

두 벌브의 선각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허나 구형 벌

브를 통해 회전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동일한 추력을 내는데 

요구되는 회전수 및 토크가 줄어들게 되고 추력일치법을 사용

하였을 때 상대회전효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준추진효율이 증가하게 되고 DHP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Table 7).

(a) A type

(b) C type

Fig. 12 Comparison of streamline according to rudder bulb type

Case Type

Self-propulsion point

t     
DHP
[PS]

DHP_Diff. 
[%]n

[rps]
T

[N]
Q

[N·m]

Bare hull 645.57 33.77 1.166 0.126 0.263 0.220 1.121 0.961 0.733 43167 0.00

1
A 642.75 33.45 1.148 0.117 0.266 0.218 1.129 0.967 0.743 42611 -1.29

B 643.33 33.50 1.150 0.114 0.266 0.216 1.130 0.967 0.744 42779 -0.90

2
A 642.75 33.45 1.148 0.117 0.266 0.218 1.129 0.967 0.743 42611 -1.29

C 643.24 33.41 1.155 0.113 0.265 0.215 1.130 0.961 0.740 42963 -0.47

3

D 643.64 33.48 1.151 0.112 0.265 0.215 1.130 0.966 0.743 42855 -0.72

A 642.75 33.45 1.148 0.117 0.266 0.218 1.129 0.967 0.743 42611 -1.29

E 640.65 33.46 1.150 0.111 0.272 0.218 1.137 0.964 0.746 42729 -1.01

4
F 638.66 33.98 1.153 0.127 0.283 0.232 1.136 0.970 0.749 42465 -1.63

G 637.60 34.17 1.152 0.134 0.289 0.238 1.136 0.974 0.750 42280 -2.05

Table 7 Comparison of self-propulsion performance according to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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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러더 벌브 크기와 각도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Case 3)

Fig. 13을 통해 러더 벌브 표면을 타고 흐르는 유선(점선 화살

표)을 비교해 보았을 때 D type 및 E type은 프로펠러에서 나온 

회전된 흐름이 벌브 상부에서 휘어져 벌브를 지난 후 오히려 

아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A type의 

경우 회전된 흐름이 벌브에 의해 적절히 억제되어 벌브를 지난 

후 곧게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Table 6과 같이 A type의 EHP가 가장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의 자항요소를 비교해 보면, 러더 벌브의 크기가 커질수

록 반류비가 커지며 그에 따라 벌브의 크기가 가장 큰 E type에

서 선각효율 및 준추진 효율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 type의 벌브가 가장 적은 EHP 값을 가지기 때문에 

DHP 또한 E type보다 적은 값을 갖게 되어 Bare hull대비 가장 

우수한 DHP감소를 보였다.

(a) D type

(b) A type

(c) E type

Fig. 13 Comparison of streamline according to rudder bulb type 

size

4.2.4 비대칭 러더 벌브의 형상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Case 4)

Fig. 14를 통해 러더 벌브 표면을 타고 흐르는 유선을 비교해 

보았을 때 D type 및 E type의 벌브보다 흐름이 과도하게 휘어

지지 않고 벌브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Table 6와 같이 F type 및 G type

의 EHP가 벌브 크기에 비해 비교적 적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의 자항요소를 비교해 보면, 벌브의 가로방향 

길이가 길어지지만 캡의 각도는 5°로 고정해 두었기 때문에 오

히려 E type보다 큰 반류비를 가진다. 그에 따라 선각효율 및 

(a) F type

(b) G type

Fig. 14 Comparison of streamline according to asymmetric rudder 

bulb type

준추진 효율이 증가하며 최종적으로 G type ESD에서 Bare hull 

DHP 대비 2.05%감소를 보여 저항 및 자항 측면에서 가장 최적

화된 ESD를 설계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CS에 최적화된 Post-device를 설계하여 설계 

속도인 24노트(44.448km/h)에서 CFD를 통해 저항 및 자항성능

을 비교하였다. Post-device의 최적화를 위해 러더 벌브 및 프로

펠러 캡을 설계변수로 두고 4가지 Case study를 통해 성능을 비

교하였다. Case 1에서는 러더 벌브와 캡의 간극에 따른 성능을 

확인해 보았고, Case 2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선에 적합한 벌브 

형상을 확인해 보았다. Case 3에서는 벌브의 직경을 1.1H부터 

키워가면서 최적 직경을 찾아보았으며, Case 4에서는 회전하는 

후류를 억제하여 곧게 뻗어주도록 벌브의 가로방향 길이를 키

워 주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러더 벌브 및 캡 사이 간극이 실선 기준 50mm일 경우, 

70mm일 때보다 내부에 발생하는 와류가 감소하여 저항이 감소

하고 그로 인해 DHP 저감 측면에서 약 0.4%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2) 러더 벌브의 형상이 구형일 때, 평행한 형상보다 후류의 

회전을 억제하여 곧게 펴줄 수 있어 DHP저감 측면에서 약 

0.8%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3) KCS선박의 경우 러더 벌브의 크기가 1.2H일 때, 1.1H, 

1.3H인 경우보다 후류의 회전을 곧게 펴줄 수 있어 저항 측면에

서도 유리하며 DHP저감 측면에서도 각각 약 0.5%, 0.3%의 우

수한 성능을 가진다. 따라서 러더 벌브의 연구 시 최대 효율을 

내는 최적 직경은 본 연구와 같은 Case study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4) 러더 벌브의 가로방향 직경이 세로방향에 비해 큰 형상은 

벌브 표면을 따라 흐르는 유선이 벌브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

포되어 저항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벌브의 가로방향 크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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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반류비가 커져 선각효율 및 준추진효율이 증가한다. 최종적

으로 50mm 간극에 5°의 발산각을 가지는 캡, 가로 1.4H, 세로 

1.2H인 비대칭 구형 벌브에서 Bare hull대비 가장 높은 2.05%의 

DHP 감소를 보였으며, 선행연구인 Tae(2017)의 Twisted rudder 

대비 0.73% DHP 감소를 보였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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