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에 따라 추진기나 

타(rudder)는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고 이에 따른 추

진효율 저하 및 선체진동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특히 연료절감장치(Energy Saving Device, 

ESD) 등에 의한 국부적 하중증가와 불안정 캐비테

이션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다.[1] 이러

한 과도하고 불안정한 캐비테이션은 짧은 시간동안 

매우 큰 압력을 방사하여 추진기 및 선체 부가물에 

충격을 가하여 침식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추진효율을 중요시 하는 선박설계 방향에 따라 선박

의 추진기와 여러 부가물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침식은 조선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추진기 및 부가물의 침식은 선박 추진효율의 손

실, 소음, 진동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침식 가능성이 

있는 부위의 빈번한 점검, 상가 및 수리를 포함한 선

박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설

계 및 모형시험 단계에서 침식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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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o investigate the cavitation erosion phenomenon on the ship propell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opeller noise and the cavitation intensity was analyzed. Cavitation erosion is closely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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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wave generated by cavitation collapse appears as a continuous acoustic pulse and this result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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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리적 이해와 예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

럽의 선주, 추진기 제작사, 선급, 선박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ROCAV라는 EU 지

원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현재 페인트 시험기

법, 고속카메라 계측 영상분석기법, 충격분석기법 

등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들이 소개

되었지만 현재까지의 공학적 접근방법은 캐비테이

션 침식현상에 대한 물리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여 침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

술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모형시험 단계에서의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침식을 예측하기 위하여 소음분석기법 기반으

로 하여 캐비테이션의 붕괴 격렬도를 정량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경사축 추

진기 침식 모형시험에 적용하여 소음과 캐비테이션 

붕괴 격렬도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I. 경사축 추진기 모형시험

일반적으로 시편의 침식시험은 Fig. 1과 같은 ASTM 

G-32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법은 진동

자의 끝에 시편을 부착한 후 20 kHz의 고정된 주파수

로 가진하여 인위적으로 캐비테이션을 발생시켜 시

편에 침식을 발생시키는 시험법이다.[1] 이 기법은 경

도가 높은 시편의 내침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

에 많이 활용되나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및 거동이 

선박 추진기 또는 타에서 발생하는 특성과는 상이하

여 선박 설계단계에서 추진기 침식을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선박 설계 및 모형시험 단계에서 

추진기 캐비테이션 침식을 예측,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선 추진기와 유사한 캐비테이션 발생을 재현하고 

침식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2]

선박 추진기에서는 Fig. 2와 같이 캐비테이션이 복

잡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캐비테이션 패턴에 따라 다

양한 소음신호를 방사한다. 즉 캐비테이션 패턴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판단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음에 기반한 

추진기 캐비테이션 붕괴 격렬도와 침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사축 추진기 모형시험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경사축 추진기 시험은 강한 캐비테이션을 주기적

으로 모형 추진기 뿌리 주위 일정 위치에서 강하게 

붕괴시키는 특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추진기 침식

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캐비테이션 붕괴강도와 발생

하는 소음의 상관관계 연구에 적합하다.[2] 

추진기 모형은 직경 250 mm로 3개의 날개를 가지

며 전개 면적비가 0.887, 평균 피치비는 1.3621을 가

지는 추진기를 활용하였으며 추진기 날개에 따른 캐

비테이션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날개에 번호를 

표기하였다. 경사축 추진기 모형시험은 선박해양플

랜트연구소의 대형캐비테이션터널에서 수행하였

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형캐비테이션터널의 

관측부는 1.8 mH × 2.8 mW× 12.5 mL이며 터널 내부 유

속과 압력을 16.5 m/s, 0.02 bar ~ 3.5 bar까지 조절이 가

능하여 다양한 형태의 추진기 캐비테이션 재현이 가

능하다.[3]

Fig. 3과 같이 경사축 추진기 모형시험을 위하여 

Fig. 1. ASTM G-32 test.[1]

Fig. 2. Propeller ca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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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계와 모형추진기를 대형캐비테이션터널 관측

부에 설치하였다. 추진기 축이 높은 경사각을 가지

게 되면 추진기 날개의 받음각이 커지고 추진기 날

개의 흡입면 뿌리 근처에서 강력한 캐비테이션 붕괴

가 일어나게 된다. 터널 내부 유속, 압력, 축 경사각을 

조절하여 강한 캐비테이션 붕괴가 일어나도록 시험

조건을 선택하였다. 터널 내부 유속은 9.0 m/s, 모형

추진기 회전수는 31.5 r/s, 축 경사는 12°로 설정하였

으며 추진기 캐비테이션 시험은 2시간 지속하였다. 

캐비테이션 붕괴에 의한 침식현상을 정량적으로 판

단하기 위하여 강한 캐비테이션 붕괴가 일어나는 날

개 뿌리부위에는 Fig. 4와 같이 내침식 페인트를 도

포하여 모형시험 전 ‧ 후의 상태를 관찰하여 침식 손

상을 분석하였다.

캐비테이션 붕괴현상과 발생하는 소음과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하여 전기적 접점신호를 이용하여 고

속카메라 영상과 소음신호를 동기화 계측하였다. 소

음계측은 모형 추진기 직하방 관측부 하부에 플러그 

타입으로 설치된 계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샘플링 주

파수 256 kHz로 계측하였다.[3]

III. 시험결과 및 분석

고속카메라 영상계측시스템은 캐비테이션의 발

생과 붕괴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본 시험에서는 초당 20,000 프레임 수(frame/s)로 모

형 추진기 캐비테이션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Fig. 5는 

본 연구에 활용된 경사축 추진기의 캐비테이션 변화

를 0.5 ms 간격으로 정리한 결과로 경사축 추진기에

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5(a)와 같이 초기에 추진기 날개 흡

입면 앞전으로부터 캐비테이션이 성장하고 이 후 뒷

날 부근에서부터 압력이 높아져 Fig. 5(g)와 같이 재

진입 제트가 캐비테이션 끝단 하부에 발생하고 발생

한 캐비테이션은 점차 수축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Fig. 5(o)와 같이 소멸하게 된다. 캐비테이션이 주변 

압력변화에 의해 내파하게 되면 강한 압력파가 발생

하고 물체표면 주위에 마이크로 제트를 발생시키고 

이는 추진기 표면에 국부적인 강한 충격파를 가하여 

침식을 일으키게 된다. 캐비테이션이 붕괴되어 소멸

된 이 후에도 Fig. 6과 같은 캐비테이션 리바운딩 현

상을 일으키며 연쇄적인 압력파와 침식을 발생시킨

다.[4-6]

Figs. 5와 6과 같이 캐비테이션 거동 변화를 고속 

영상장치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정량적인 캐비테이션의 붕괴강도는 파악

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고속카메라 계측영상과 소음

신호를 동기화 계측하여 경사축 추진기에서 발생하

는 캐비테이션 붕괴강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진기에서 각 날개는 동일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역시 동일한 형

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 날개 뿌리 

부위의 페인트 도포상태가 균일하지 않아 캐비테이

션 거동 및 붕괴특성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발생

하는 음압의 크기도 달라졌다.

Fig. 7은 소음계측시스템에서 측정된 소음신호를 

Fig. 3. Schematic diagram of test set-up.

Fig. 4. Model propeller and pai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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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으로 추진기가 3회전하는 동안의 결과이

다. 추진기가 1회전 하는 동안 각 날개에서 한번씩 캐

비테이션의 강한붕괴가 고속카메라 영상에서 관측

되었으며 동일하게 음압피크가 계측되었다. 고속카

메라 영상 동기계측 결과를 분석하면 3번, 1번, 2번 

날개에서의 흡입면, 압력면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하

는 캐비테이션 기인 음압피크로 확인 되었다. Fig. 7 과 

같이 동기화 소음계측결과에 따르면 추진기 3번 날

(a) t = 0.0 ms (b) t = 0.5 ms (c) t = 1.0 ms

(d) t = 1.5 ms (e) t = 2.0 ms (f) t = 2.5 ms

(g) t = 3.0 ms (h) t = 3.5 ms (i) t = 4.0 ms

(j) t = 4.5 ms (k) t = 5.0 ms (l) t = 5.5 ms

(m) t = 6.0 ms (n) t = 6.5 ms (o) t = 7.0 ms

Fig. 5. High speed camera images sequence of propeller ca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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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흡입면에서 가장 강한 음압피크가 발생하였으

며 그에 반해 1번과 2번 날개는 상대적으로 약한 음

압 피크가 발생하였다. 캐비테이션 붕괴 강도는 발

생하는 음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60 s, 약 1,800회 

회전하는 동안의 결과 전체를 분석하면 3번 날개 흡

입면에서 캐비테이션 붕괴강도가 가장 강하게 분석

되었으며 날개 뿌리 부위의 강한 침식현상을 유추할 

수 있고 1번, 2번 날개 순으로 캐비테이션 붕괴강도

와 침식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추진기 캐비테이션 영상-소

음 동기화 계측 및 분석에 기반한 캐비테이션 붕괴

강도 분석결과와 추진기 캐비테이션 침식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시간 동안 모형 추진기를 구

동하는 동안 추진기 뿌리 부위에 도포한 페인트 침

식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추진기 날개에서 페인트 

침식이 발생한 시점은 1번 날개가 시험시작 약 90 min 

이후 침식이 발생하였으며, 2번 날개는 120 min 구동 

후 약한 페인트 손상, 3번 날개는 시험시작 20 min 만

에 침식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8은 두 시간 모형시험 후의 추진기 각 날개에

(a) t = 7.5 ms (b) t = 8.0 ms (c) t = 8.5 ms

Fig. 6. High speed camera images sequence of propeller cavitation (cavitation collapsing and rebounding).

 

Fig. 7. Cavitation induced acoustic pressure.

(a)  Blade #1 (b) Blade #2 (c) Blade #3

Fig. 8. Cavitation eros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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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페인트 손상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로 추진기 소

음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각 날개에서의 캐비테이션 

붕괴강도를 추정한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추진기 캐비테이션 영상과 소음을 동기

화하여 계측하여 캐비테이션 붕괴강도와 소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기

법을 경사축 추진기 모형시험에 적용하여 결과를 기

존의 페인트 침식시험 기법과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시험 및 분석기

법은 기존의 추진기 침식 모형시험기법에 비하여 페

인트 도포와 같은 추가적 노력과 시간이 필요없이 

일반적인 추진기 캐비테이션 시험만으로 정량적 캐

비테이션 붕괴강도를 분석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

인 시험기법이면서 동시에 유용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는 추진기 모형시험 중 캐비테이션 

침식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예

정이며 이는 캐비테이션 침식연구에 새로운 연구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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