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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MOERI)는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일명 ‘LCT’)을 확

보(2009.10)하였다. LCT는 국내기술로 기본 및 상세설계/제작

/설치/시운전이 수행되었으며 착수 후 5년 만에 준공되었다. 

LCT 건설사업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004.6~2009.6)으로 정부 출연금, 국내 조선소 및 유관기관

의 민간 출자금(12개 기관)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

는 각각 기공식과 준공식 당시의 기념 사진을 보여준다.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는 선박 운항상태와 동일하게 모형선, 프

로펠러, 방향타 등 부가물 일체 설치상태로 상선, 수상함정, 

잠수함 및 수중어뢰 등의 각종 추진장치의 추진성능 및 캐비

테이션 시험적 연구가 가능하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LCT 운용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3년 동

안 확보된 각종 모형시험 종류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조선

소 기술지원 용역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을 서술한다. 

아래는 LCT 건설사업 5년 동안의 주요연혁을 보여준다.

 
 < LCT 건설사업 연혁 요약 >

⦁ LCT 기본설계 : 2004.6 ~ 2006.8 (2년 2개월)

   자료조사 및 개념설계, LCT 시스템 구성. 본체/운용설비/  

 장비 사양도출 및 시스템 최적화, 유체성능/구조물       

 기본설계, 국내/외 설계성능 검증시험

⦁ 건물 설계 및 LCT 본체 기초공사

   건물 건축 설계 : 2005.4 ~ 2006. 6 (1년 2개월)

   건물 건축 공사 및 준공 : 2006.11 ~ 2009.7 (2년 8개월)

⦁ 조달청 입찰 및 협약 : 2006. 9~ 2007.6(9개월) 

   국내 제작업체 조사, 견적자료 조사, 제작사양서 작성,    

   조달청 입찰 : 3차 입찰 후 최종협약

⦁ LCT 본체 및 시스템 상세설계, 제작, 설치, 성능시운전 :  

   2007.7~2009.10 (2년 3개월)                       

   제작업체 협약, 본체 및 운용설비/장비 상세설계, 제작 및  

   설치, LCT 최종 시운전 완료(2009.10.10)

⦁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 처음 시도 :

 대우 151K LNG 운반선 모형선+프로펠러+방향타+흘수판 

설치 (2009.12.27)

⦁입주 및 준공식  

  LCT 연구동(J동) 입주 : 2010.1.22 

  LCT 준공식 : 2010.5.25  

그림 1 ‘대형 캐비테이션터널’기공식 (2006.11.21)

그림 2‘대형 캐비테이션터널’ 준공식 (2010.5.25)

2. LCT 개요 및 제원

LCT 주요제원은 아래와 같으며, LCT 외부 및 내부 모습은 

각각 그림 3과 그림 4에 보이며, LCT 시험부 전경은 그림 5 

같으며 시험부 좌우면에 있는 14개의 관측창(1m×1.3m)을 통

하여 선체와 프로펠러 주위 유동계측 및 캐비테이션 관찰이 

이루어진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LCT는 세계 2번째 규모이

다. 세계 최대 규모는 미국해군연구소(NSWC-CD)가 보유하

고 있으나 일반상선 모형시험은 수행하지 않아 MOERI LCT

는 상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시험 연구시설로는 세계 1

위 규모이다.

⦁ 본체 크기       :  60.0mL×22.5mH×6.5mB

⦁ 시험부 크기     :  2.8mB×1.8mH×12.5mL

⦁ 음향계측부 크기 :  2.0mB×1.5mH×11.8mL

기술보고

MOERI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LCT) 준공 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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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험부내에 모형선+프로펠러+타 설치모습

⦁ 수축부 수축비   :  5.2 : 1

⦁ 용수량          :  2,370 tons

⦁ 시험부 최대유속 : 16.5m/s

⦁ 주모터 출력     : 3,690㎾@70RPM

⦁ 압력 조절 범위  : 절대압 0.02~3.5bar

그림 3 LCT 본체 모습(본체 설치 후 건물을 건축함)

그림 4 LCT 종단면 형상(축계, 펌프, 구동모터 등)

그림 5 LCT 시험부 (모형선 설치상태)

3. LCT 모형시험 및 실선시험 

확보기술
  

 LCT 대형캐비테이션 터널은 선체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각종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향상 꾀하여 선박 운항에

너지 절감, 선체기진력 감소, 캐비테이션 침식 저감, 수중방사

소음 저감 등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대형 시험시설이다.

LCT 에서는 모형선, 추진기, 방향타 및 부가물 등 모형 일

체를 설치하여 선체 및 부가물 등의 3차원 선체반류 중에서 

모형시험이 수행된다. 특히 시험부 최고유속이 16.5m/s 이므

로 다양한 종류의 모형시험이 가능하며 시험부 유속이 크기 

때문에 실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수렴하는 유동 상사

성(flow similarity) 확보가 가능하다. LCT 최대유속은 물과 공

기의 점성특성을 고려하면 풍동시험(wind tunnel test)에서 약 

160m/s 시험조건에 해당한다.  

   본 장에서는 LCT 활용을 위해 개발된 모형시험 종류 및 

해석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수행한 모형시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3.1 LCT 시험부에 모형선 설치

 
- 모형선 내부에 프로펠러 동력계, 프로펠러 구동모터 및 계측

센서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림 6과 같이 시험부에 설치하며 

그림 7은 시험준비 완료상태 시험부 내부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6 LCT 시험부에 모형선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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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형선과 실선 반류의 상관관계

그림 9 컨테이너선 모형선 공칭반류

그림 10 컨테이너선 모형선 총 유속
(프로펠러 작동시 직 상류면) 

그림 11 컨테이너선 모형선 유효반류분포
추정 결과(LCT 계측자료 기반)

3.2 LCT용 모형선 크기 및 제작 강도

- 예인수조 자항추진시험 모형선과 동일한 축척비를 갖는 모

형선 및 프로펠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형선 전장 10.5m 

이하는 선수부 상부 형상 수정 없이 LCT 시험부 설치 가능

- 캐비테이션 시험조건 설정 시 터널내부 압력 가압/감압

(0.03~3.5 bar) 및 고속유동에 견딜 수 있도록 모형선 적

층면 물 침투방지와 강도확보를 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3.3 캐비테이션 시험시 터널유속 및 프로펠러 회전수

- 높은 레이놀즈 수에서 모형선과 프로펠러 시험조건 선정을 

위하여 일반상선의 경우에는 약 7~9m/s 유속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 시험부 유속과 대응하여 프로펠러 회전수(약 30~40rps)도 

높아지므로 프로펠러 날개의 레이놀즈 수도 높게 설정된다. 

3.4 선체 공칭반류, 총 유속 계측 및 유효반류 추정

- 고속유동에서 LCT 모형선 반류에서 반류 수축 (wake 

contraction)현상을 볼 수 있으며 보다 실선 반류에 근접한 

유동 재현이 추정된다. 이는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변

동압력계측과 LCT 시험결과 비교에서 좋은 일치를 보여주

고 있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공칭반류(Nominal wake)와 작동 중인 프로펠러 직 상류에

서 총 유속 계측(total velocity measurement)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유효반류특성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9~11은 

각각 의 경우를 보여준다.

- 그림 8은 모형선 및 실선의 공칭반류와 유효반류의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

- 유효반류 추정 방법 : [총 유속] - [수치계산에 의한 프로펠

러 유기속도(propeller induce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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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LCT) 

그림 15 모형선 선미에 설치된 변동압력센서 

그림 16 위치별 Harmonic component 별 변동압력 수준   

   3.5 프로펠러 면 선체반류 특성 개선 

- 선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제어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선체반류 개선장치는 V.G(Vortex Generator)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 V.G 장착으로 인한 선속감소 최소화 및 프로펠러 캐비테이

션 성능향상을 위한 V.G 최적 위치 및 각도 선정 연구 

- 좌현/우현 V.G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이에 대응하는 반류가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거동과 변동압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동시에 파악하고 V.G 최적각도 선정을 위한 시험

        

그림 12 Vortex Generator에 의한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제어 시험

3.6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계측

- 모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시험 및 변동압력 계측시험으

로부터 실선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한

다. 이는 선박설계 과정에 선주의 요구사항이며 시험결과 불

만족 시에는 개선설계 및 모형시험이 반복 수행된다.

- 일반적으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는  자유수면이 존재하

지 않는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LCT에서는 자항시험시 선

미파고를 계측하여 프로펠러 면에서의 정압 변화를 캐비테이

션 수 선정에 반영한다. 

- LCT 모형시험 결과로 부터 실선 변동압력 확장 방법은 특정

한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적용하지 않고 ITTC 표준방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LCT에서는 표 1에 보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선계측 자료 및 

국외 대형터널 모형시험 결과 등 비교연구 수행을 통하여 모

형시험 정도와 신뢰성 확인한 바 있다.  

- 그림 13과 14는 LCT 캐비테이션 관찰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15와 16은 각각 변동압력센서 위치와 위치별 계측결과를 보

여준다. 확보된 캐비테이션 성능 시험기법은 프로펠러 캐비

테이션 성능 및 추진효율 향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14 프로펠러 날개각도 위치별 캐비테이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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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LCT에서 모형선+프로펠러+전가동타
캐비테이션 시험상태 방향타 토오크 모멘트 계수 

 표 1 LCT 모형시험, 실선계측, 국외기관 결과 비교실적 

조선소 
MOERI LCT 
모형시험

실선
시험
비교

국외/내
모형시험

DSME 151K LNG선 O SSPA 

DSME 14000teu O HSVA

한진 6250teu O MOERI(중형)　

DSME 4400teu O HSVA

ITTC
Sydney 
Express

O HSVA외

STX
181K B/C
(w/PBCF)

유무 　

DSME
35K LPG선,
(V.G.유무)

　 　

STX 320K VLCC 　 HSVA 

성동 170K B/C 　 SSPA 

SPP 82K B/C 　 SSPA 

성동 8800teu 　 MOERI(중형)

STX 6500teu 　 MOERI(중형)

SPP 35K B/C 　 MOERI(중형)

3.7 추진기 캐비테이션 유동소음

- 국가별 대형터널 배경소음 수준은 계측위치 및 방법이 상호 

달라 정확한 정량적 비교는 어려우나 LCT의 배경소음계측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현재는 특정한 위치에 설치된 청음기로 프로펠러 캐비테이

션 소음을 계측하고 있다. 시험부 바닥 아래에 있는 

acoustic trough에 배열 청음기를 설치중이며 조만간 활용

이 기대된다.  

- 상선, 수상함정 및 수중운동체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에 의한 

수중방사소음 계측 

3.8  방향타 캐비테이션 및 타력 해석

- 그림 17과 그림 18~19는 각각 프로펠러 작동 중 방향타 각

도별로 타 표면 캐비테이션 관찰과 타 3분력(양력, 항력 및 

모멘트) 계측 결과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전 가종타, Flap 

타, 비틀림 타에 대하여 캐비테이션관찰과 타력 곛측을 수

행한 바 있다. 

- 그림 18과 그림 19은 여러 형상의 전가동타에 대하여 타의 

양력/항력비와 토오크 모멘트 계측결과이며 타 설계형상에 

따라 타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L(양력계수)=0.25

(타 각도 6o)에서 CL/CD 감소를 볼 수 있다. 

- 방향타 설계형상 변화에 대한 캐비테이션 성능, 항력, 양력 

및 모멘트 계측으로 선박 추진성능 향상과 캐비테이션 제

어기술 개발에 활용

    

그림 17 방향타 캐비테이션 성능시험 

그림 18 LCT에서 모형선+프로펠러+전가동타
캐비테이션 시험상태 방향타 양력-항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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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BCF 장착 프로펠러 역방향 단독성능시험

그림 23 LCT 모형선에서 PBCF 
프로펠러 성능시험(PBW)

3.9 모형선, 추진기, 방향타 및 

부가물 유동 상호작용 해석

- 모형선+추진기+방향타+부가물 상태에서 component 별 힘 

계측 및 유동상호작용 해석을 통한 시스템 성능향상 연구  

- LDV 유속계측 장치로 선체, 추진기, 방향타 및 부가물 주위 

유동 상호작용 국부유동 계측 및 해석

 

그림 20 LDV 유속계측장치 
(LCT 모형선 공칭 반류계측 모습)

3.10 Energy saving 및 복합추진장치 특성 해석

- Energy saving 및 복합추진장치는 기존의 프로펠러에 부가

적으로 또 다른 프로펠러, Duct, Fin, Pod 또는 Stator 등을 

조합하여 구성되며 선박 운항에너지 절감 및 추진기 캐비테

이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복합추진

장치 중에 상호반전 프로펠러(CRP, Ducted or Non- 

ducted), Duct Propeller (Mewis 덕트 등), PBCF Propeller

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 복합추진장치는 구성 요소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갖는다. 구성요소 중에는 정지 상태로 기능을 발휘

하는 장치도 있다. CRP경우에는 후부에 위치하는 프로펠

러는 전부 프로펠러의 반류 중에 작동하므로 모형시험 레

이놀즈 수 선정 및 시험설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복합추진장치 및 PBCF 장착 전후 상태에서 프로펠러 하류

영역에서 회전방향 속도성분 계측을 통하여 설계한 복합추

진장치의 성능개선 여지 판단 및 설계 최적화 연구에 활용

하고 있다. 

- PBCF 프로펠러 성능연구를 위하여 LCT에서 순방향

(Normal) 및 역방향(Reverse, 그림 21, 22) 단독성능시험

(POW)과 모형선 후류에서 시험기법(그림 23과)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 역방향 프로펠러 단독성능시험
(Reverse POW test)



김기섭, 안종우,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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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쌍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시험

3.11 S/W 성능 evaluation

 일반 프로펠러, PBCF 등 복합추진기, 방향타 및 부가물 상

호작용, 추력, 토오크, 캐비테이션 거동, 유속 및 변동압력분포 

등의 계측결과는 성능비교 및 설계 S/W 성능향상에 활용

3.12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동적거동 가시화

-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일생(cavitation life)은 캐

비테이션의 초기발생(inception), 성장(growth), 붕괴

(collapse) 및 소멸(disappearance)와 같이 4 단계를 이루

어지고 그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육안 인식 불가능함 

- 기 확보된 고속카메라(최고 100만 frames/ses)를 이용한 

캐비테이션 비정상 거동(unsteady behavior)을 순간 포착

하여 캐비테이션 붕괴로 인한 침식가능성 파악에 활용됨 

3.13 실선 프로펠러 실해역 성능시험

- 실선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계측 기술

- 선체표면 관측창 및 각종 센서 위치 최적설계 기술

- 고감도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태양광 조도에서 캐비테이션 

관찰기법을 확보하여 대형수상함에서 캐비테이션 관찰과 

병동압력을 계측한 바 있다.

3.14 쌍축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성능시험 

- 프로펠러 면에서 LDV를 이용한 공칭반류 및 총 유속 계측

- 함정용 축 경사 쌍축 프로펠러 및 상선용 쌍축 프로펠러추

력 및 토오크 계측, 캐비테이션 관찰, 변동압력계측 기술

- 프로펠러 날개 부위별 특성별 캐비테이션 초기발생시험, 프

로펠러 날개 끝 보오텍스(propeller blade tip vortex) 캐비

테이션 초기발생 선속(C.I.S, cavitation inception speed) 

계측 및 추정기술

3.15 몰수체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시험  

- 설계속도가 빠른 수중운동체를 대상으로 LCT 고속유동에

서 저항시험, 자항시험 및 성능해석

- 프로펠러와 축대칭 몰수체와 상호작용 시험 및 성능해석

- 일반 프로펠러, 상호반전 프로펠러(CRP), Duct 프로펠러 캐

비테이션 성능시험 및 수중방사소음 계측

 

그림 25 LCT 시험부에 수중운동체 설치모습

 

그림 26 LCT에서 수중운동체 자항추진시험 

4. 마치면서

LCT 활용 및 운용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국

내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국내 조선해양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LCT는 대형구조

물이며 시험유속이 높기 때문에 모형시험 안전성 확보와 모형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모형시험 항목 선정, 시험모형 설계 및 

배치, 계측장비 설치방법 및 강도유지, 필요 장비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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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LCT 구조적 특성과 유동특성을 고려하는 시험설계를 위하

여 사전 확인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세계적 규모의 LCT 확보

에 지원해 주신 지식경제부와 국내 조선해양산업체와 유관기

관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LCT 모형시험기법 개

발과 신뢰성 학보를 위하여 기술적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국내 조선해양산업체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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