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해양과학기술인의학술단체인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는해양과학기술각부문별

학술 전문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변화하는 바다에 대응하

는 21세기 해양강국을 조속히 실현하고자「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를2011년 6월2일과3일부산벡스코에서개최합니다.

지난 3월한순간에일본동북연안에수만명의사상자를발생시키면서후쿠시마일대를죽

음의 도시로 전락시킨 대지진과 쓰나미가 려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보여주었

으며자연의힘앞에인간의한계를여실히드러낸자연및인적재난임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와함께기후온난화와환경오염, 에너지부족등지구가겪고있는많은문제를우리해양과

학기술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내 놓아

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이에따라본학술대회중에는바다와경제국회포럼과공동으로21세기국가발전의중심축

으로서해양의재인식을위하여‘우리의바다, 새시대를열다’라는주제의공동심포지움과해

양플랜트, 해양CCS 그리고쓰나미와해안재해라는주제의공동워크샵도개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

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5개 학회에서 약 730여 편의 다양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됩니다.

공동심포지움과논문발표장에서열띤토론과정보공유의장이되길기원하며모든해양인가

족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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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강 창 구



위 원 장 강창구회장 (윙쉽테크놀러지㈜ 대표)

위 원 장경일부회장 (서울대교수)

이승희부회장 (인하대 교수)

박한일부회장 (한국해양대 교수)

채장원부회장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동철이사(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인식이사 (건국대교수)

류재문이사 (충남대 교수)

이봉길이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본부장)

박상길이사 (부산대교수)

홍석원사무총장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태감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윤해감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위 원 장 홍석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사무총장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획위원

한국해양학회 전동철박사(한국해양연구원)

대한조선학회 김현수 교수(인하대학교)

한국해양공학회 홍사 박사(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안·해양공학회 김규한교수(관동대학교)

한국해양환경공학회 김종규교수(전남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신승호박사(한국해양연구원)



행사 일정

행사 일정표

공동 심포지움

공동워크샵 [지진해일(쓰나미)과 해안 재해]

공동워크샵 [해양플랜트]

공동워크샵 [해양CCS]

공청회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공청회]

발표장 안내

행사장 안내

기타 안내

2011



공동 심포지움 (주제：우리의 바다, 새 시대를 열다)
5개 학회별 학술발표대회
공동워크샵
1부-지진해일(쓰나미)과 해안 재해
2부-해양플랜트
3부-해양CCS
공청회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공청회
전시회 등

1일차 : 2011년 6월 2일(목)
09:00~16:30 : 각 학회별 Session 진행
10:00~12:00 : 공동 워크샵Ⅰ: 지진해일(쓰나미)과 해안 재해
17:00~19:00 : 공동 심포지움

(주제:우리의 바다, 새 시대를 열다)
19:00~20:30 : 만찬회

2일차 : 2011년 6월 3일(금)
08:40~10:00 :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공청회
09:00~18:00 : 각 학회별 Session 진행
10:00~12:00 : 공동 워크샵Ⅱ: 해양플랜트
14:00~16:00 : 공동 워크샵Ⅲ: 해양CCS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17:00
17:30
18:00
18:30
19:00
19:30
20:00

구분 6월 2일(목) 6월 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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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Lunch Lunch

학회별 폐회(18:00시 이전)

협의회 공동심포지움
(17: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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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한국해양학회) / SB(대한조선학회) / SC(한국해양공학회) /
SD(한국해안·해양공학회) / SE(한국해양환경공학회)



일 시 : 2011년 6월 2일(목) 17:00~19:00

장 소 : 부산 BEXCO, 301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구해양환경공학회

후 원 : 국토해양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부산광역시, 
2012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산업계, 언론계 등

참가인원 : 5개 해양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회원, 해양과학 관계자, 일반인 등 약 3,000명

부대행사 : 특별세션(논문발표), 포스터 발표, 관련업체 부스운

제1부 개회식 (17:00-17:40) 사회: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강창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환 사 :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축 사 : 김희국국토해양부 차관

강창일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의원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제2부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17:40-19:00) 사회: 홍석원 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그린코드 시대의 해양과학 기술전략(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 전 인하대 총장)

발표 2: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현황(고 식 대우건설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소장)

발표 3: 거가대교 침매터널 시공사례(김재춘 대우건설 부장)

[토론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제3부 협의회만찬회 (19:00~20:30) 



일 시 : 2011년6월 2일(목) 13:00~15:00
장 소 : 부산 BEXCO, 205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안 해양공학회

[6월 2일(목) 13:00-15:00, BEXCO 205호] 사회 : 신성원(관동대학교)

A Review of Tohoku Tsunami Disaster due to Mega Earthquake in 2011, Japan
Kawasaki, K.(Nagoy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undation Phenomena due to Tsunami Disaster in 2011, Tohoku, Japan.
Lee, K. H.(Nagoy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amages to Coastal Structures by Tohoku Tsunami in 2011, Japan.
Nakamura, T.(Nagoy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vacuation from Tohoku Tsunami in 2011, Japan
Suzuki, S.(DPRI in Kyot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일 시 : 2011년6월 3일(목) 10:00~12:00

장 소 : 부산 BEXCO, 301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최 : 한국해양공학회

[6월 3일(금) 10:00-12:00, BEXCO 301호] 사회 : 홍사 (한국해양연구원)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시스템 및 핵심기자재
이호년(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해저 플랜트 및 수중작업 기술 개발 기획
이판묵(한국해양연구원)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발전 방향
윤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 다각화 및 자립화를 위한 추진 전략
김병우(삼성중공업)

해양 시장의 흐름과 대응 전략에 대한 소고
조경남(대우조선해양)



일 시 : 2011년 6월 3일(금) 14:00~16:00

장 소 : 부산 BEXCO, 301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 관 : 한국해양환경공학회

[6월 3일(금) 14:00-16:00, BEXCO 301호] 사회 :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 지중저장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실용화 계획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저장지도 구축 및 실증부지 선정 계획
김유리(석유공사)

CO2 해양 지중저장 공정설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허철(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지중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기술 개발
박 규(한국해양연구원)

일 시 : 2011년 6월 3일(금) 08:40~10:00

장 소 : 부산 BEXCO, 301호
주 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6월 3일(금) 08:40-10:00, BEXCO 301호] 사회 : 이준권 사무관(국토해양부)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안) 발표

패널토론

권문상(한국해양연구원 본부장)

김만응(한국선급 단장)

장경일(서울대학교 교수)

박한일(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임현택(국토해양부 과장)

자유토론



* Poster Session : 1, 2층 로비

*공동심포지움 : 3층 301호

*공동워크샵 : 1일차 2층 205호, 2일차 3층 301호

*공청회 : 2일차 3층 301호

*대한조선학회 특별강연회 : 2층 205호

*만찬 : 3층 301호

*점심 : 3층 301호

*각학회별발표장

한국해양학회 2층 201~208호
6. 2

대한조선학회
2층 M201-1~3호

(목) 3층 M301-1~3호, 3층 M302-1~4호
~

한국해양공학회
1층 101, 106~108호

6. 3 (2일차 VIP Room)

(금)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층 102~105호
한국해양환경공학회 1층 109~110호

구분 학회명 발표장소



1층

2층



3층



–사전등록 : 5월 20일(금) 마감
–현장등록 : 부산 BEXCO 1층 로비

–현장등록
일반회원 : 80,000원 학생회원 : 60,000원

전시 Booth : 기본(3m x 2m)

전시 기간 : 6월 2일(목) - 3일(금)

전시 장소 : BEXCO 2층 로비

사무국 : BEXCO 2층 컨벤션 홀

인터넷 라운지 : BEXCO 2층 로비

커피 브레이크 : BEXCO 2층 로비



주제 : 우리의 바다, 새 시대를 열다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17:00~19:00

장소 : 부산 BEXCO, 301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학회,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후원 : 국토해양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부산광역시
2012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산업계, 언론계 등

2011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심포지움 세부일정●●●

제1부 개회식 (17:00-17:40) 사회 : 홍석원협의회 사무총장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 회 사 : 강창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회장

환 사 :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축 사 :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

강창일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의원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 원장

제2부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17:40-19:00) 사회 : 홍석원협의회 사무총장

발표 1 : 그린코드 시대의 해양과학 기술전략(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 전 인하대 총장)

발표 2 :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현황(고 식 대우건설 시화호조력발전소 현장소장)

발표 3 : 거가대교 침매터널 시공사례(김재춘 대우건설 부장)

[토론회]

자유토론

결론 및 폐회

제3부 협의회만찬회 (19:00~20:30) 

장소 : 부산 BEXCO 301호

6월 2일(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현황

201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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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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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위 치 도위 치 도

시화호조력발전소

외곽순환도로

영동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 울

제2외곽순환도로

인 천 대 교

평택-시흥고속도로

MTV

시 화 공 단

반 월 공 단

송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농 업 용 지
대 부 도

정왕IC

인 천

국제공항

제3경인고속국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사 업 목 적

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UN 기후변화 협약 부응

지구온난화 방지

(연간 315천톤의 CO2 저감)

국가 에너지 자급도 향상(RPS제도)

해수유통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

대기환경 오염원 절감(CDM사업)청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연간 발전량 552.7Gwh

(소양강댐 1.5배 / 50만규모도시 공급)

유류대체효과 : 연간 862천 배럴

( 에너지수입 절감효과 : 연간 1,060억)

에너지에너지

1일 1억6천만톤의 해수유통

(시화호 저수용량의 50%)

수질개선 : 가동전 COD  4.7ppm

가동후 COD  2.0ppm

생태계 서식환경 개선

지지 역역

경경 제제

세계최대규모 랜드마크 조성

세계적 명소로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친수공간 및 레포츠공간으로 활용 가능

주변 관광지와 연계 시너지효과 발생

대대 기기

오오 염염

수수 질질

개개 선선

시화호시화호 조력발전소조력발전소시화호시화호 조력발전소조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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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기간 : ’04.12 ~’11.10 (82개월)

공 사 비 : 3,464억원(VAT별도)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3개사

감 리 사 : 발주처 자체감리

시설용량 : 254MW(25.4MW x 10기)

토목 구조물

- 수차구조물 10기 (B19.3 x H29.0 x L61.1)

- 수문구조물 8문 (B19.3 x H24.0 x L44.3) 

- 가물막이공 1,672m (해측=959m, 호수측=713m) 

- 부 지 조 성 68,100 m2

기 전 설 비

- 수차발전기 10기 (단류식 벌브형 )

- 수 문 설 비 8문 (수직인양식 롤러게이트)

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공 사 개 요 사 업 내 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최대풍속 : 32.8m/s (SSW)

연평균 기온 : 12.0℃

강수량 : 1,189mm

작업가능일수 : 20.2일/월(해상), 19.8일/월(육상)

공 사 개 요

재현

빈도

해 측 호수측
적 용

파고(m) 주기(s) 파고(m) 주기(s)

10년 1.77 7.90 0.87 3.15
오탁방지막 및

기타

50년 1.96 8.67 1.24 3.65 호 안

100년 2.04 9.00 1.35 3.80
발전소구조물 및

문비설비

설 계 파

설계조위
- 해측 : App.H.H.W (EL.(+) 4.556m) 적용

- 호수측 : 관리수위 (EL.(-) 1.0m) 적용

조 류 속 : 1.3m/s 적용

조위 및 조류

극조위는 인천항 조위편차를 IMSL과 보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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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시 화 호

서 해

체 험 광 장

수 차 부 수 문 부

발 전대 기배 수
서 해 측 시화호측

조 감 도

발 전 원 리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Ⅰ.공사개요Ⅰ.공사개요

2.0m/s

3.5m/s

0.5m/s

검 토 조 건

외조위 (EL.M) 내수위 (EL.M) 수두차 (M)

+2.50 - 3.50 6.00

구 분 수 차 측 수 문 측

해 측 2.0 m/s 0.5 m/s

호수측 3.5 m/s 0.5 m/s

검 토 조 건

외조위 (EL.M) 내수위 (EL.M) 수두차 (M)

-4.50 -2.60 1.90

구 분 수 차 측 수 문 측

해 측 5.0 m/s 6.0 m/s

호수측 3.5 m/s 4.5 m/s

5.0m/s

4.5m/s

3.0m/s

발전시 유속분포 배수시 유속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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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전체시공순서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가 물 막 이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가 물 막 이

해측가물막이

- 형식 : 원형셀식, 폭 :20.38m, 연장 : 744m

- 접합각도 (Main Cell과 Arc Cell) : 45 ° , 속채움재 : 모래

호수측가물막이

- 형식 : U Type 강널말뚝, 713m

접속부가물막이

- 형식 : 사석경사식 + U Type 강널말뚝, 오이도측 109m / 대부도측 104m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기초굴착

굴 착

기존 방조제 제거 : 453천 m3

1차 굴착 : 1,185천 m3  

(토사 286천 m3, 암 899천 m3)

2차 굴착 : 700천 m3  

(토사 582천 m3, 암 118천 m3)

3차 굴착 : 238천 m3  

(토사 228천 m3, 암 10천 m3)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1 차 굴 착2 차 굴 착3 차 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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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조 성

부지조성
수차측 : 해측 604.5m 완료, 조성물량 1,204천 m3

수문측 : 해측 222.0m 완료, 조성물량 200천 m3

작업기간 : 2006년2월11일 ~ 2006년12월17일, 2010년 6월 ~ 현재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수차구조물

수차구조물 개요
발전용량 25.4MW인 벌브형 수차 10기 (런너직경:7.5m) 

제원: B 19.3m x L 61.1m x H 29.0m, 총연장 : 193.0m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수차구조물 설계

안정검토(지진시) 부력검토(유지관리시)

1.16 > 1.00 ∴ O.K1.16 > 1.00 ∴ O.K 1.55 > 1.2 ∴ O.K1.55 > 1.2 ∴ O.K

안안

정정

검검

토토

3D-Solid 응력 집중부 시공단계별 해석

구구

조조

해해

석석

철 근
피 복

•해수와 직접 접하는
구조물로 13cm 적용

시멘트
••수로부수로부 저발열저발열 시멘트시멘트
••상부상부 고로슬래그고로슬래그 시멘트시멘트

방방 식식
••11종방식으로종방식으로 내구연한내구연한 확보확보
••비말대비말대 구간구간 콘크리트콘크리트
표면도막방식표면도막방식 추가적용추가적용

내내

구구

성성

설설

계계

하중 재하 입력 하중
진진

동동

영영

향향

검검

토토

3D-Solid 해석 결과

1.02>1.0 ∴ O.K1.02>1.0 ∴ O.K

수수

화화

열열

해해

석석

Φ
7
,
5
0 0

T
U
R
BI

NE

Y

X O

EL(+) 4.556

EL(+) 0.180

61,100

P₁=263.227 kN P₂=207.854 kN

수차구조물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수차구조물 단계별 시공

11단계단계 기초부기초부 -- 77차차 5,9875,987㎥㎥

Draft Tube Draft Tube 설치설치

33단계단계 수로수로 유입부유입부 –– 44차차 2,1812,181㎥㎥

Bulb Case Bulb Case 설치설치
22단계단계 Draft Tube Draft Tube 설치부설치부 –– 99차차 5,5275,527㎥㎥

33단계단계 수로수로 유입부유입부 –– 55차차 3,7263,726㎥㎥

44단계단계 갠트리갠트리 크레인지지부크레인지지부 –– 44차차 2,3832,383㎥㎥

55단계단계 수로수로 유출부유출부 –– 1010차차 8,8408,840㎥㎥

66단계단계 유지관리도로부유지관리도로부 –– 44차차 1,6101,610㎥㎥

갠트리갠트리 크레인크레인 설치설치

영구도로영구도로 포장포장

교통전환교통전환

☞☞ 전체전체 콘크리트콘크리트 물량물량 : 30,254 X 5 = 151,270: 30,254 X 5 = 151,270㎥㎥

☞☞ 하루최대하루최대 타설타설 물량물량 : 1,800: 1,800㎥㎥

☞☞ 타설타설 높이높이 :  2m :  2m 이하이하((수화열수화열 해석해석 결과결과))

(2unit 1Block)  X  5Block  →  10(2unit 1Block)  X  5Block  →  10unitunit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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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구조물 개요
배수유량 초당 8,000톤 컬버트형식 수로 8련

제원: B 19.3m x L 44.3m x H 24.0m, 총연장 : 154.4m

수문구조물

해 측 호수측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수문구조물 설계

안안

정정

검검

토토

구구

조조

해해

석석

시멘트

철 근
피 복

• 해수와 직접 접하는

구조물로 13cm 적용

•• 수밀성과수밀성과 내화학성이내화학성이 우수한우수한

고로슬래그고로슬래그 시멘트시멘트 적용적용

내내

구구

성성

설설

계계

수수

화화

열열

해해

석석

1.39 > 1.2 ∴ O.K1.39 > 1.2 ∴ O.K1.14 > 1.00 ∴ O.K1.14 > 1.00 ∴ O.K

부력검토(유지관리시)안정검토(지진시)

EL.(-)16.000

w=10.0 kN/㎡ w=5.0 kN/㎡

w=10.00 kN/㎡w=10.00 kN/㎡
EL.(+)4.650

206.87 kN

0.244 MPa

0.
24
3 
MP
a

EL.(-)2.890

0.166 MPa

0.
16
5 
MP
a

w=5.0 kN/㎡

EL.(-)16.00

EL.(+)0.180
홍수위

App. H.H.W
EL.(+)4.556

0
.1
9
8 
M
Pa

0.
2
43
 
MP
a

2D-Frame 응력 집중부3D-Plate

해석 결과3D-Solid

1.05 > 1.0 ∴ O.K1.05 > 1.0 ∴ O.K

수문구조물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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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구조물

11단계단계 기초부기초부 –– 3,5083,508㎥㎥

22단계단계 수로부수로부 벽체벽체 –– 44차차 3,0563,056㎥㎥

33단계단계 전력구전력구 및및 유지관리도로부유지관리도로부 -- 66차차 5,1205,120㎥㎥

44단계단계 권양기부권양기부 –– 44차차 546546㎥㎥

도로도로 포장포장

교통교통 전환전환

(2unit (2unit 11Block)  X  4Block  →  8Block)  X  4Block  →  8unitunit

☞☞ 전체전체 콘크리트콘크리트 물량물량 : 12,230 X 4 = 48,920: 12,230 X 4 = 48,920㎥㎥

☞☞ 하루최대하루최대 타설타설 물량물량 : 3,508: 3,508㎥㎥

☞☞ 타설타설 높이높이 : 3.0m : 3.0m 이하이하((수화열해석수화열해석 결과결과))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수차발전기 설치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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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발전기 설치

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Ⅱ.주요공종별 시공현황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물막이공사

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

문 제 점

- 구조물공사, 발전설비설치공사, 굴착공사 등이 물막이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작업 공간이 협소

- 물막이의 안정성 때문에 물막이 인접구간은 굴착작업 불가로 공기지연

→ 별도 차수 및 흙막이 공사 필요

→ 육상작업이 불가하여 수중작업으로 전환

- 높은 투수계수로 인해 호수측 구간에 추가보강 그라우팅공사 시행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물막이공사

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

분석 1.

- 국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사이며, 실시설계 중 Fast-tracking 즉, 가물막이/공사용도로 포함 우선대상

공종이 먼저 확정되고 본 설계 가 진행되어 일부 공종이 상충됨

☞ 대책. 가물막이 설계비용과 가물막이내 공사의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면 결정 필요

분석 2.

- 본 공사의 가물막이 설계시 시추조사는 일반적인 설계기준인 50~100m 간격으로 시행

☞ 대책. 해상공사에서는 원지반 풍화정도와 퇴적층 층후가 불규칙하므로 구조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m 이하

간격으로 조사 필요

분석 3.

- Sheet Pile은 투수층을 통과하여 풍화토까지 근입이 되어야 하나, N치 40이상에서는 항타 관입 및 풍화토층

도달 확인이 불확실

☞ 대책. 차수벽체가 침투안정성을 확보토록 2열 차수 또는 그라우팅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구조물공사

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

발전소구조물은 2개 유닛을 1개 블록으로 공기단축이 가능토록 계획 수립함

☞ 하지만 단일 유닛 블록 시공과 비교하여 시공성이 복잡하여 공기지연 요인이 되고 타설량이 많은 단계별 시공

구간은 수화열에 불리한 것으로 확인됨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발전설비공사

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Ⅲ.유사 프로젝트 수행시 유의사항

기자재 염해방지, 항온, 항습 대책

- 현장이 해안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염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전·후면이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여 강풍 및 안개와 같은 열악한 기후조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기자재 진공포장 후 실내보관 온도 및 습도 측정관리항온 및 항습 관리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별첨. 단계별 현장전경별첨. 단계별 현장전경

착공 전2006년2008년2009년2010년 6월2010년 12월2011년 4월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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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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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개요
Ⅰ. 사업개요

교량 3.5 Km, 침매터널 3.7 Km, 육상터널 및 토공구간 1.0 Km

왕복 4차로,  80 Km/h

총총 연연 장장 : 8.2 Km  : 8.2 Km  

2004년 12월 ~ 2010년 12월 ( 개통식 개최 12월 13일)

운영기간 40년 : 2010년 ~ 2050년

공사기간공사기간 : 72 : 72 개월개월 (6(6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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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총 사업비사업비 : 2: 2조조 781781억원억원

공사비 1조6,080 억원, 설계.감리비: 990 억원, 기타 2,761 억원

재정지원금 6,668 억원 (국비 1,730억원, 부산.경남 각 1,994억원, 보상비 950억원]

민간투자비 1조 4,113 억원 [자기자본 4,300 억원, 타인자본 9,813 억원]

3. 조직구성
Ⅰ. 사업개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임의 변경 불가사항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부산+경남)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GK해상도로주식회사

시공사업단시공사업단

㈜대우건설 외 6개사

설계감리설계감리설계감리설계감리

교량 : INGEROP (프), 서영

침매 : ARCADIS (네)

책임감리책임감리책임감리책임감리

㈜유신코퍼레이션 외 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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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 계계 사사설설 계계 사사

교량 : COWI A/S, 다산

침매 : COWI, 대우엔지니어링

전문시공업체전문시공업체전문시공업체전문시공업체

국내외 시공 전문업체

기술자문기술자문기술자문기술자문

교량 : HALCRAW (영국)

침매 : TEC (네덜란드)



4. 주요공사내용 : 침매터널
Ⅰ. 사업개요

침매터널 주요 제원

총 18 함체

단위함체 길이 180m단위함체 길이 180m

단위함체 중량 45,000 톤

단면 폭 : 26.4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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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폭  26.46 m

단면 높이 : 9.97 m

단면 구성 : 차로 2 + 중앙통로

4. 주요공사내용 : 침매터널
Ⅰ. 사업개요

침매터널 시공순서

1. 침매함체 제작1. 침매함체 제작 2. 제작장 반출2. 제작장 반출 3. 함체 운반3. 함체 운반

6. 포장 및 내부공사6. 포장 및 내부공사 5. 되메우기 / 보호공5. 되메우기 / 보호공 4. 침설 / 접합4. 침설 /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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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장 및 내부공사6. 포장 및 내부공사 5. 되메우기 / 보호공5. 되메우기 / 보호공 4. 침설 / 접합4. 침설 / 접합



4. 주요공사내용 : 사장교
Ⅰ. 사업개요

사장교 주요 제원

구 분 총연장 주경간 주탑높이 폭원 케이블

1구간 3주탑 사장교 676m 230m 104m 22m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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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2주탑 사장교 919m 475m 158m 24m 160개

4. 주요공사내용 : 사장교
Ⅰ. 사업개요

사장교 시공순서

1. 케이슨 제작1. 케이슨 제작 2. 케이슨 운송 / 거치2. 케이슨 운송 / 거치 3. 주탑 시공3. 주탑 시공

2주탑 사장교 전경2주탑 사장교 전경 3주탑 사장교 전경3주탑 사장교 전경 4. 상판가설4. 상판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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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탑 사장교 전경2주탑 사장교 전경 3주탑 사장교 전경3주탑 사장교 전경 4. 상판가설4. 상판가설



5. 사업특징(1)
Ⅰ. 사업개요

국내국내 최초최초 적용적용 공법공법
침매터널침매터널 : 당초 현수교로 계획되었으나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

에 해군작전 및 신항선박통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터널로 변경

33주탑주탑 사장교사장교 : 국내 최초로 연속형 사장교 적용

건설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적용

도로건설분야에서 국내최초로 적용

Fast Track Fast Track 방식방식 적용적용

33주탑주탑 사장교사장교 : 국내 최초로 연속형 사장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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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 . 경남경남 두두 지자체의지자체의 사업사업 공동공동 추진추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과 경남 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부산, 경남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양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성취한 사례임

5. 사업특징(2)
Ⅰ. 사업개요

극한의극한의 현장현장 시공여건시공여건

대대 수수 심심 : 도로전용 침매터널로서는 세계최대수심인 48m

신공법의신공법의 적용적용

대대 수수 심심 : 도로전용 침매터널로서는 세계최대수심인 48m

외해조건외해조건 : 세계최초로 외해에 건설된 침매터널

연약지반연약지반 : 침매터널 전구간에 최대 두께 35m의 초연약 해성점토 분포

지지 진진 : 지진의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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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creteDuracrete 적용적용 : 선진 내구성 콘크리트 설계법

초정밀초정밀 기초포설장비기초포설장비 개발개발 : 50m 수심에서 ±40mm 오차로 자갈포설

함체위치함체위치 조정장비개발조정장비개발 :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국제특허 획득

곡선다이몬드형곡선다이몬드형 주탑주탑 : 주변경관과 조화고려 세계최초 곡선다이아몬드형 적용



침매터널침매터널 주요내용주요내용침매터널침매터널 주요내용주요내용ⅡⅡ

1. 함체제작

2. 계류/의장

3. 운송/침설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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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되메우기 및 마무리공

1. 함체제작 (1)
ⅡⅡ.주요내용

침매함체침매함체 제작은 4개의 함체가 동시에 제작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하나의 함체는 세그먼트 단위로 제작된다.

함체제작 개요

함체제작은 사전에 제작된 Traveling Form(이동식 거푸집)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공조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시공이음 없이 콘크리트 Bottom slab => Wall => Top의

순서로 연속적으로 타설하는 Monolithic method(일체식 타설 공법)를 적용하였다.

제작장제작장 평면도평면도 Formwork Formwork 개념도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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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체제작 (2)
ⅡⅡ.주요내용

1. 바닥 슬래브 철근 조립1. 바닥 슬래브 철근 조립 2. Inner wall 철근 조립2. Inner wall 철근 조립 3. Outer wall 철근 조립3. Outer wall 철근 조립

함체제작 순서

6. 콘크리트 타설6. 콘크리트 타설 5. 상부 슬래브 철근 조립5. 상부 슬래브 철근 조립 4. 각종 매입물 설치4. 각종 매입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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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 의장 (1)
ⅡⅡ.주요내용

제작장의 Dock와 외부를 연결하는 파이프의 밸브를 열어서 내외부의 수위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수가 제작장 내부로 유입된다.

제작장 내부에 있는 해수의 수위가 외부와 일하게 되더라 함체는 아래 사진과 같

1. 제작장 내부 주수

제작장 내부에 있는 해수의 수위가 외부와 동일하게 되더라도 함체는 아래 사진과 같

이 바닥에 가라 앉아 있는 상태이다.

제작장제작장 내부내부 주수주수 제작장제작장 내부내부 주수가주수가 완료된완료된 상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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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 의장 (2)
ⅡⅡ.주요내용

2. 함체부상 및 반출

제작장 내부 주수가 완료되면 함체를 물 위로 띄우는 작업을 수행한다.

함체내부의 Ballast tank에 채워져 있는 물을 함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이용하

여 함체 밖으로 강제 배수시키면 함체는 부력에 의해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여 함체 밖으로 강제 배수시키면 함체는 부력에 의해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함체가 물위로 떠 오르게 되면 함체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Bollard에 와이어를 연결하

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된 와이어를 이용하여 함체를 제작장 Gate 앞까

지 이동한다.

Dock gate가 완전히 개방되면 Gate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예인선에 의해서 함체를 제

작장 밖으로 반출한다.

함체부상함체부상 / / 와이어와이어 연결연결 함체반출함체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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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 의장 (3)
ⅡⅡ.사업내용

3. 함체계류

제작장에서 반출한 함체를 계류장으로 1차 예인 한다. 

함체 제작은 한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침설은 한번에 한 개 함체 씩 일

정기간을 이루어지 함체를 임시 정박해 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계류장정기간을 두고 이루어지므로 함체를 임시로 정박해 둘 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계류장

이라고 한다.

Suction Pile이라는 말뚝을 해저에 설치하고 와이어로 함체와 말뚝을 연결하여 함체를

계류하게 된다.

계류장계류장 전경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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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류 / 의장 (4)
ⅡⅡ.사업내용

4. 함체계류 중 의장작업

침설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작업은 계류장에서 이루어

진다.

침설을 위한 가시설에는 폰툰(Pontoon) EPS(External Positioning System) Guide침설을 위한 가시설에는 폰툰(Pontoon), EPS(External Positioning System), Guide 

beam, Catch, Alignment tower, Access tower 등이 있다.

EPS는 함체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세계최초로 적용되었고 국제

특허까지 획득한 장비이다.

EPS (External Positioning System)EPS (External Positioning System)Pontoon Pontoon 설치설치 완료후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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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werAccess Tower Guide BeamGuide Beam CatchCatch

3. 운송 / 침설 (1)
ⅡⅡ.주요내용

1. 함체 운송

계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장작업과는 별도로 침설위치에서의 침설을 위한 사전작업

이(트렌치 준설 및 기초BED 조성) 완료되면 예인선을 이용하여 함체를 침설위치로 운

반하게 된다반하게 된다.

함체운송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날씨인데, 안정된 조건하에

서 함체침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고 0.4m, 주기5초의 조건이 최소 5일간 유지

되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상정보와 현재의 계측결과를 이

용해서 국지적인 기상예보시스템을 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운송출발일을 결

정하게 된다.

함체함체 운송운송 전경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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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 / 침설 (2)
ⅡⅡ.주요내용

운송경로운송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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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장계류장

3. 운송 / 침설(3)
ⅡⅡ.주요내용

2. 함체 운송

침설작업중에 함체의 이동은 전적으로 와이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함체가 현장에 도

착하면 미리 앵커링 되어 있는 와이어와 함체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함체를 전후로 조정하기 위한 Longitudinal wire 2EA 좌우로 조정하기 위한함체를 전후로 조정하기 위한 Longitudinal wire 2EA, 좌우로 조정하기 위한

Contraction wire 4EA, 폰툰을 고정하기 위한 Mooring wire 8EA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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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 / 침설(4)
ⅡⅡ.주요내용

3. 침설 준비

함체를 해저면으로 내리는 침설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준비작업을 수행하는데, 우

선 GINA를 보호하고 있는 Protection을 제거하고 함체를 끌어당기기 위한

Push/Pulling jack을 연결한다 그리고 침설중인 함체의 3차원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Push/Pulling jack을 연결한다. 그리고 침설중인 함체의 3차원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

기 위한 침설용 계측기를 설치한다.

GINA ProtectionGINA Protection Push pulling jack Push pulling jack 연결연결 침설용침설용 계측기계측기 설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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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 / 침설(5)
ⅡⅡ.주요내용

4. 침설 시작 (Immersion start)

침설준비가 완료되면 함체 내부에 있는 Ballast tank에 물을 채워 함체를 서서히 가라

앉힌다.

선행함체와 0 5m 이격된 위치에서 함체를 해저면에 내려 놓는다

선행함체선행함체(Previous Element)(Previous Element)와와 0.5m 0.5m 이격된이격된 상태에서상태에서 해저면에해저면에 Touch down Touch down 한한 상태상태

선행함체와 0.5m 이격된 위치에서 함체를 해저면에 내려 놓는다.

함체를 해저면에 내려 놓은 다음 잠수부에 의한 Inspection을 실시한다.

Inspection이 완료되면 Jack을 이용하여 선행함체와의 1차접합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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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 / 침설(6)
ⅡⅡ.주요내용

5. 접합 (Connection)

두 함체를 붙이면 접합부분의 공간에는 물이 가득차 있고 이 물은 비압축성이므로 함

체를 밀고 있는 외부수압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다. 이 물을 배수시키면 외부수압에 의

해 접합부분의 고무지수재(GINA GASKET)가 압착되면서 수압접합이 이루어진다해 접합부분의 고무지수재(GINA GASKET)가 압착되면서 수압접합이 이루어진다.

TE4TE5 TE4TE5

Pressure
decrease

수압 접합 전단계 수압 접합

접합부 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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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chamber
pipe open

접합부 투영도

고무지수재 (압착전) 고무지수재 (압착후)

4. 되메우기 / 마무리공
ⅡⅡ.주요내용

되메우기 및 터널내부 마무리공

함체접합이 완료되고 나면 함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되메우기 작업을 즉시 실시한

다.

편토압에 의해 함체가 밀리지 않도록 좌우로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편토압에 의해 함체가 밀리지 않도록 좌우로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되메우기 작업 등이 완료되면 내화재 도포, 포장, 각종 ITS 장비설치 등의 내부작업을

실시한다.

함체함체 되메우기되메우기 터널터널 내부공내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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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ypocentral region and epicenter of the 2011 
off the Pacific Coast of Tohoku earthquake.

Fig. 2 Tohoku area and prefectural capital.

A Review of Tohoku Tsunami Diaster due to Mega Earthquake in 2011, Japan

 Koji Kawasaki1, Kwang-Ho Lee2, Tomoaki Nakamura3 and Shingo Suzuki4

1. INTRODUCTION

A undersea earthquake with a magnitude of 

9.0 "the 2011 off the Pacific Coast of Tohoku 

earthquake" took place off the Pacific coast of 

Japan, at 14:46 JST (5:46 UTC) on March 11, 

2011. The hypocentral region of the earthquake 

at an underwater depth of approximately 32 

km was extremely large (about 500 km from 

north to south and about 200 km from east to 

west). The epicenter was located at a latitude 

of 38°6'12'' north and a longitude of 

142°51'36'' east, as shown in Fig. 1.

A massive tsunami caused by the earthquake 

struck the Pacific side of Japan, especially the 

coasts of Aomori, Iwate and Miyagi prefectures 

indicated in Fig. 2, resulting in a cataclysmic 

disaster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Higashi Nihon Daishinsai in Japanese)". 

According to Japan National Police Agency, as 

of April 27, 2011, 14,508 people were killed, 

5,314 were injured, and 11,452 are still 

missing by the tsunami and the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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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quake Date Magnitude
The number of death 

and missing

Jogan July 9, 869 8.6 About 1,000 people

Keicho-Sanriku December 2, 1611 8.1 2,000-5,000 people

Meiji-Sanriku June 15, 1896 8.2 21,959 people

Showa-Sanriku March 3, 1933 8.1 3,046 people

Off Pacific Coast of Tohoku March 11, 2011 9.0 About 26,000 people

Table 1 The huge tsunami disasters in Sanriku area.

Fig. 3 Definition of tsunami, inundation and 
runup heights and inundation depth.

including several strong aftershocks. 

The present paper describes the brief 

overview of the past huge tsunami disasters in 

Sanriku area and explain the technical terms 

on Tsunami. The tsunami damages of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are, 

furthermore, reported on the basis of the field 

survey which we conducted from April 4 to 9, 

2011 as a group of the 2011 Tohoku 

Earthquake Tsunami Joint Survey Group of 

Japan.

 

2. THE PAST TSUNAMI DISASTERS

Tohoku region consists of six prefectures, 

Aomori, Iwate, Miyagi, Fukushima, Akita and 

Yamagata Prefectures, as shown in Fig. 2. 

Sanriku area in Tohoku region is the coastal 

area in Aomori, Iwate and the northern parts 

of Miyagi. As summarized in Table 1, Sanriku 

area is found to be prone to earthquakes and 

tsunamis. Table 1 also reveals that the scale of 

the 2011 off the Pacific Coast of Tohoku 

earthquake was the largest one in recorded 

history in Sanriku area, and the earthquake and 

following tsunami caused serious human 

damage.

 

3. TSUNAMI DAMAGE

3.1 Technical Terms on Tsunami

Fig. 3 depicts the definition of tsunami 

height, inundation height, runup height and 

inundation depth. Tsunami height is defined as 

the maximum deviation between sea level at 

the arrival time of tsunami, which is measured 

at a tide-gauge station, and astronomical tide 

level. On the other hand, runup height 

indicates a maximum vertical height above base 

level at which tsunami arrived, and is different 

from the height of a tsunami wave. Inundation 

height and depth in flooded areas by tsunami 

are the respective vertical distances from the 

base level and the ground.

3.2 Field Survey

Our team, which is comprised of three 

researchers from Nagoya University and one 

researcher from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conducted a 

tsunami disaster survey from April 4 to 9, 

2011 in order to measure inundation and runup 

heights in some coastal areas of Iwate and 

Miyagi Prefectures and comprehend coastal 

structure damage as well as evacuation 

situation during tsunami attack through 

interview with tsunami witnesses. The locations 

of the field survey are Kesennuma in Miyagi 

Prefecture, Rikuzentakata, Ofunato, Toni, 

Ryoishi and Otsuchi in Iwate Prefecture, as 



Fig. 5 Runup height along Sanriku coast.

Fig. 6 Inundation height along Sanriku coast.

Fig. 4 Field survey location.

Photo 1 Tsunami-induced fire disaster in Otsuchi.

shown in Fig.4. 

Figs. 5 and 6 represent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runup and inundation heights 

along Sanriku coast with ria shorelines, 

respectively. As found from Fig. 4, ria coast 

has a saw-toothed shoreline, and in general 

causes the abrupt increase of wave height due 

to the decrease of the water depth and width 

of the inlet. Many cities and towns located at 

the head of the ria coast, therefore, suffered a 

great deal of human and property damages. 

Fig. 5 reveals that the tsunamis in the coastal 

areas from Kesennuma to Otsuchi reached 

approximately 8 m to 21 m in height and the 

maximum runup height appeared in 

Toni-Hongo district in our field survey. It was 

also found from Fig. 6 that the maximum 

tsunami inundation height is about 18 m and 

corresponds approximately to the height of 

more than fourth floor in a building.

Tsunami damage mainly includes human 

damage, property damage, coastal structure 

damage, traffic damage, lifeline damage, fishery 

damage, industry and commerce damage, 

agriculture damage and forest damage. Fire 

disaster, coastal topography change and so 

forth were induced by tsunami, as shown in 

Photo 1 indicating one example of fire disaster 

in Otsuchi. From Photo 2, a lot of wooden 

houses and various structures except well-built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judged to be 

flowed out by tsunami in Otsuchi town. 

Tsunami also causes not only direct damages 

due to itself but also indirect damages by 

collisions with drifting bodies including ships, 

timbers, containers, wrecked houses and cars, 



Photo 2 Devastated Otsuchi town by the tsunami.

Photo 3 Ships drifted by tsunami in Kesennuma.

Photo 5 Tsunami runup in a river channel in 
Otsuchi.

Photo 6 Non-damaged houses at high ground.

Photo 4 Wrecked houses drifted by tsunami in 
Ryoishi.

as shown in Photos 3 and 4. It is also 

recognized from Photo 5 that tsunami easily 

runs up river channels with a lot of debris. In 

two rivers of Otsuchigawa and Kozuchigawa 

flowing to Otsuchi bay, tsunami reached about 

3.5km from the coastline. Through Photo 6 

indicating that the houses located at high 

ground were able to avert the tsunami attack, 

the movement of residences to elevated areas 

is said to be useful in preventing and 

mitigating from tsunami attack.

4. SUMMARY

Tsunami runup height, inundation height and 

tsunami damage situations on the Sanriku 

coastal areas have been reported in the present 

paper based on the results of our field survey. 

Hereafter, the further entire elucidation of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Disaster, 

especially tsunami disaster would be of 

extremely importance in discussing the recovery 

and restoration of the devastated areas.

REFERENCES

Japan National Police Agency, http://www.npa.go.

     jp/archive/keibi/biki/higaijokyo_e.pdf.



   Fig. 1 Measurement of runup or inundation height  

 Inundation Phenomena due to Tsunami Disaster in 2011, Tohoku, Japan.

 Kwang-Ho Lee1, Koji Kawasaki2, Tomoaki Nakamura3 and Shingo Suzuki4

1. INTRODUCTION

In order to document the 2011 Tōhoku 

earthquake and tsunami disaster (Higashi Nihon 

Daishinsai in Japanese), the present study reports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of inundation as well 

as valuable information gathered via eyewitness 

accounts.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April 4 to 9, 2011 along Miyagi and Iwate coastal 

area as a group of the 2011 Tohoku Earthquake 

Tsunami Joint Survey Group of Japan. Our main 

purpose was to measure the height of inundation 

and maximum runup based on tsunami traces such 

as high-water marks and debris, and eyewitness 

accounts. Our investigation recorded a total of 

33 measurements. 

2. MEASUREMENT METHOD 

The general procedure and records for the field 

survey were based on the guidelines of tsunami 

survey by Imamura (1998). To measure the height 

of inundation and runup, we used a laser ranging 

instrument (Impuse 200 LR; Laser Technology 

Inc.) with a reflex mirror because of its high-speed 

measurements. The location were recorded by a 

portable GPS (GARMIN GPSmap 60CSx; Garmin 

Co.) so as to measure the inundation areas. 

Considering the tide level at the time of Tohoku 

earthquake tsunamis, runup and inundation heights 

were calculated as follows:

                                            (1)

 

where  is the corrected tsunami or runup height, 




 is the height of tsunami trace measured by the 

laser instrument, 


 is the tide level at the time of 

measurement, and 
 is the astronomical tide level 

at the arrival time of tsunami (Fig. 1). For the tide 

level 
, we referred to a dataset offered by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which is estimated 

results based on the observed tidal level in the past. 

According to the manual of tsunami survey 

(Imamura, 1998), the survey results were compiled 

in a survey table with locality, latitudes and 

longitudes (GPS), the measured heights and time, 

measurement types (runup or inundation),  

reliability and eyewitness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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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Survey at S2 (fishery market building). 

Fig. 2 Tsunami measurement in Kesennuma bay. 
Corrected inundation and runup heights (in meter) are 
shown at each location. (R) presents runup heights, 
while (I) shows the inundation depth. 

Photo 3 Survey in Rikuzenentakata city. Destruction 
of road station building.

Fig. 3 Tsunami measurement in Ofunato bay.  Photo 2 Destroyed downtown at S2.

3. SURVEY RESULTS

3.1 Survey in Kesennuma

Kesennuma bay is one of the most visited spots 

in the northeast of Miyagi Prefecture. In 

Kesennuma bay, the measurement was performed 

at seven sites, S1 to S7, as shown in Fig. 2. 

A fisherman interviewed at S2 point told us that 

the inundation height by tsunami was level with the 

roof of the fishery market building (Photo 1). 

Measurement at 11:20 on 5 April, 2011 reveals that 

the inundation level was 10.25 m above the sea 

level, and the corrected inundation level becomes 

10.71 m. As seen in Photo 2, most of the 

commercial or residental area of the city behind the 

fishery market building was destroyed. The highest 

runup height in Kesennuma bay was 11.39 

measured in Oura (S7). This may be because of the 

topography (see Fig. 2).    

3.2 Survey in Rikuzentakata

Rikuzenentakata city is located at the southern 

part of Iwate Prefecture. Most buildings have been 

completely flooded by tsunami, and the downtown 

was almost flattened. Unfortunately, only one point 

(S8) was measured due to time constraints (Photo 

3). The correct inundation depth was 12.8 m. 

3.3 Survey in Ofunato

Ofunato is a coastal city located in Iwate 

Prefecture. Two points were measured at the head 

of Ofunato bay, as shown in Fig. 3. Within our 

limited measuring range, the maximum inundation 

height of 8.47 m was observed in Ofunato. 



Photo 4 Survey in Toni town. 

Fig. 4 Tsunami measurement in Toni town.

Fig. 5 Tsunami measurement in Otsuchi bay.

Photo 6 Damaged hospital in Otsuchi town.  

Photo 5 Boat on top of the building in Otsuchi town. 

According to eyewitnesses, the first tsunami 

wave was not so big but the successive large waves 

destroyed the tsunami breakwater constructed at 

the mouth of Ofunato bay.

3.4 Survey in Toni

Toni bay is situated on the south of Kamaishi 

city, Iwate Prefecture. Kamaishi contains four large  

bay, Otsuchi, Ryoishi, Kamaishi and Toni. On 

Toni-Hongo, a tsunami seawall with a height 

of about 11 m was built to protect the village 

after  the 1960 Chilean Tsunami. In addition, 

in order to decrease the effect of tsunami, 

there was tsunami control forest bewteen the 

seawall and the village (Photo 4). Nevertheless, 

the tsunami waves overtopped the seawall, and 

destroyed hundreds of houses in low-lying area. 

A local resident of higher elevation told that 

the tsunami seawall was overtopped by the 

third tsunami wave. Fig. 4 shows the measured 

runup and inundation heights in Toni bay. 

3.5 Survey in Otsuchi           

Otsuchi bay is located at the north of Kamaishi, 

Iwate Prefecture. Otsuchi was our main concern 

because the tsunami disaster in Otsuchi bay have 

never been investigated by the 2011 Tohoku 

Earthquake Tsunami Joint Survey Group in spite 

of one of the most tsunami affected area.  A total of 

14 measurement was carried out in Otsuchi bay, as 

shown in Fig. 5. At this site, the maximum runup 

height and inundation depth were 16.43 m and 

10.64 m, respectively. In particular, around S26 



Fig. 6 Measurement of inundation depth through the 
downtown

Fig. 7 Tsunami measurement in Ryoishi bay 

Photo 8 Devastated Otsuchi town.

Photo 7 Otsuchi town before (left: pictured in 2005) and 

after tsunami (right) from Google earth. 

Photo 9 Devastated Ryoishi fishery port.

showing the relatively high inundation levels, we 

found the sightseeing boat stranded on top of the 

apartment building, as shown in Photo 5. Photo. 6 

shows Otsuchi hospital severely damaged by the 

tsunami. Photo 7 presents satellite pictures of 

Otsuchi before and after tsunami. As seen in photos 

7 and 8, the tsunami waves destroyed the entire 

town. Our measurements of inundation depth 

through the downtown (see Photo 7) indicates that 

the ground in Otsuchi was relatively low, as shown 

in Fig. 6.   

3.6 Survey in Ryoishi           

Ryoishi bay is located just south of Otsuchi bay. 

A totoal of four localities (S30 to S 33) were 

surveyed, as shown in Fig. 7. At S32 point just 

behind a tsunami seawall with a crown height of 5 

m, we measured the maximum inundation depth of 

18.28 m (Photo 9). The interview with a local 

person who  have seen the tsunami waves in an 

elevated position confirmed that the tsunami waves 

easily overtopped the tsunami seawall.    

4. SUMMARY

We conducted the field survey results of tsunami 

in Miyagi and Iwate Prefecture. The inundation  

and runup heights ranged from 6.37 to 21.44 m. In 

particular, we observed that the severe damage by 

the tsunami inundation occurred in low-lying areas. 

In order to prepare and reduce future tsunami 

hazards, various studies on this unprecedented 

tsunami disaster will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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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Survived tsunami seawall with a crown 
height of 11 m in Toni-Hongo, Kamaishi, Iwate 
Prefecture: (a) the seaward side of the seawall; 
and (b) the seawall and the inundated inland 
area (the right side of the seawall).

Damages to Coastal Structures by Tohoku Tsunami in 2011, Japan. 

 Tomoaki Nakamura1, Koji Kawasaki2, Kwang-Ho Lee3 and Shingo Suzuki4

1. INTRODUCTION

A joint survey team from two Japanese 

universities, Nagoya University and Kyoto 

University, conducted a disaster survey on the 

2011 Tohoku Japan Tsunami as the 2011 

Tohoku Earthquake Tsunami Joint Survey 

Group. This report, one of the survey reports, 

focuses on the damage of coastal structures.

 Many coastal structures for preventing and 

mitigating tsunami invasion have been 

constructed because huge tsunamis have 

attacked the survey area several times in the 

past. However, many of them were damaged 

significantly by the 2011 Tohoku Japan 

Tsunami. In this report, we present examples 

of such damaged structures, and introduce our 

work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ir damage 

mechanism.

2. DAMAGE OF TSUNAMI SEAWALLS 

In Toni-Hongo, Kamaishi, Iwate Prefecture, a 

tsunami seawall with a crown height of around 

5 m was constructed in front of the tide 

control forest in 1974 after the 1960 Chilean 

Tsunami. The crown height of the seawall was 

raised up to 11 m in 1999. Photo 1 shows the 

seawall after the tsunami attack. In this site, 
the tsunami overflowed the seawall, and 

inundated the inland area. The in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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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Inland lock carried seaward in 
Otsuchi-cho, Iwate Prefecture.

Photo 4. Inland lock carried landward and the 
scour hole in Kamaishi, Iwate Prefecture.

Photo 2. Tsunami seawall overturned landward in 
Toni-Kojirahama, Kamaishi, Iwate Prefecture: (a) 
the seawall and the inundated inland area (the 
right side of the seawall); and (b) the bottom 
surface of the overturned seawall.

height in the tide control forest was measured 

at 14.8 m. However, the seawall was survived.

In Toni-Kojirahama, Kamaishi, Iwate 

Prefecture, the tsunami destroyed a special type 

of tsunami seawall, through which  cars can 

pass. Photo 2 shows the damage of the 

seawall. As shown in Photo 2, the middle part 

of the seawall was overturned landward by the 

tsunami. One reason is probably that the 

tsunami concentrated on the damaged part of 

the seawall because of the shape of the bay. 

Another reason is probably that the weight of 

the seawall was not enough because the inside 

of the seawall was empty for passing cars.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the destruction 

more clearly,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be 

conducted.

 

3. DAMAGE OF INLAND LOCKS

It is likely that inland locks were damaged 

more easily than seawalls. More interestingly, 

inland locks were carried landward in some 

cases, but seaward in other cases. Photos 3 

and 4 show damaged inland locks. The inland 

lock was carried seaward due to the tsunami 

run-up in Photo 3. On the other hand, the 

inland lock was carried landward due to the 

return flow in Photo 4.

4. DAMAGE OF RECLAIMED LAND

It was observed in the disaster survey that 

reclaimed land was also damaged by the 

tsunami. Photo 4 shows an example of local 

scouring in the inland area due to the tsunami 

coming from the gate. Photo 5 shows another 

example of local scouring due to the tsunami 

passing through the gaps between the broken 

seawalls. In Photo 6, it is likely that a 

large-scale scour hole on the landward side of 

the seawall was formed by the tsunami run-up, 

while a scour trench along the seaward side of 

the seawall was formed by the return flow. 

Photo 7 shows another type of reclaimed land 

damage. As shown in Photo 7, the reclaimed 

land subsided probably because the backfilling 

sand leaked out from the gap under the 



Photo 5. Broken seawalls and local scouring in 
Otsuchi-cho, Iwate Prefecture.

Photo 7. Subsidence of the reclaimed land due to 
sand leakage in Kesennuma, Miyagi Prefecture.

Photo 8. Destroyed breakwaters in the Otsuchi 
Bay, Iwate Prefecture.

Photo 9. Lost parapets on the seawall 
along the Otsuchi River, Iwate Prefecture.

Photo 6. Large-scale scouring around the seawall 

in Otsuchi-cho, Iwate Prefecture: (a) the landward 

side; and (b) the seaward side.

seawall during the tsunami backrush. It is 

consequently suggested that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return flow in assessing the 

stability of reclaimed land.

5. OTHER COASTAL STRUCTURE DAMAGE

The damage of other types of coastal 

structure is presented in this section. Photo 8 

shows destroyed breakwaters in the Otsuchi 

Bay, Iwate Prefecture. In Photo 8, parts of the 

breakwaters probably subsided and overturned 

due to the tsunami attack, and disappeared 



Fig. 1 Maximum relative mean effective-stress 
ratio (MEMESR) during the tsunami attack 
(Nakamura et al., 2008).

Fig. 2 Local scouring around a movable short 
cylinder mounted on the seabed (Nakamura et al., 
2010).

under the water. Photo 9 shows a slightly 

damaged seawall along the Otsuchi River, 

Iwate Prefecture. As shown in Photo 9, 

parapets on the seawall were lost, and rusty 

steel rods remained in the seawall. 

In the disaster survey, many coastal 

structures destroyed by the tsunami were 

observed in spite of the limited survey area. 

To reveal coastal structure damage in the entire 

areas affected by the 2011 Tohoku Japan 

Tsunami,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disaster surveys be conducted in the future.

6. ANALYSIS TOOL FOR TSUNAMI DAMAGE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sunami 

scouring around an inland structure, Nakamura 

et al. (2008) developed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Figure 1 shows the maximum 

value of the relative mean effective-stress ratio 

in the reclaimed land during the tsunami 

attack. They concluded from Fig. 1 that the 

tsunami scouring around the seaward edge of 

the structure is affected by a decrease in the 

effective stress acting on the backfilling sand. 

To analyze dynamic interaction with structure 

movement and sediment transport, Nakamura et 

al. (2010) improved the numerical model. 

Figure 2 shows a numerical result on local 

scouring around a movable short cylinder 

mounted on the seabed. It is accordingly 

expected to use the improved numerical model 

effectively in elucidating the mechanism of 

tsunami-induced coastal structure damage.

7. SUMMARY

In the disaster survey by the joint survey 

team, it was observed that various types of 

coastal structures suffered from serious damage 

due to the 2011 Tohoku Japan Tsunami. Based 

on the survey results, further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prevent and mitigate future 

tsunami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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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sunami estimation map and the 
distribution of facilities for tsunami evacuation. 
Kesennuma City, Miyagi Prefecture.

Evacuation from Tohoku Tsunami in 2011, Japan 

 Shingo Suzuki1, Koji Kawasaki2, Kwang-Ho Lee3 and Tomoaki Nakamura4

1. INTRODUCTION

 Authors surveyed the Sanriku area, where is 

mostly suffered by the tsunami, from April 4 to 

9 in order to measure the tsunami heights that 

contribute to making restoration, rehabilitation and 

revitalization plans of damaged area. From the 

survey results, this paper focuses on the 

evacuation from tsunami that is the most essential 

way to reduce the tsunami damage. The areas 

where were heavily damaged in this earthquake 

have been damaged by the past earthquake 

tsunamis repeatedly with 30 to 50 years of 

interval. For example, the event of 1896 was 

tsunami-genic earthquake and killed 21,753, the 

event of 1933 was normal fault earthquake of 

M8.1 and killed 1,522(1,542 missing), the 1960 

Chile earthquake tsunami also caused huge 

damage. The experiences from this series of 

tsunami disasters had improved tsunami 

vulnerability of Sanriku area by many kinds of 

countermeasures, such as moving settlements to 

higher ground, constructing great tsunami seawall, 

building monuments and installing signs for 

tsunami evacuation.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picture of the evacuation in the 

context of survey results, countermeasures in 

recent years and the damage of past and present 

events.

2. TSUNAMI EVACUATION BUILDINGS 

In the coastal area where there is no time to 

evacuate from tsunami, tsunami evacuation 

buildings have been prepared to reduce casualties. 

Kesennuma is the city which has famous fishery 

base and its related industries. Many people are 

living and working in extensive low-lying area of 

Kesennuma Bay. Photo 1 shows tsunami 

inundation area estimated by Miyagi Prefecture 

(2004), distribution of tsunami evacuation 

buildings, high grounds (Kesennuma City, 2009) 

and devastated area of this event. In this event, 

according to the fishermen who were working to 

recover the facilities of Fish Market, many people 

who had evacuated to the roof floor of Fish 

Market (Fig. 2), where is parking lot, barely 

escaped from tsunami inundation flow. The 

parking lot was predesignated as a tsunami 

evacuation building by Kesennuma City, and its 

height was about 11m above M. 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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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Kesennuma Fish Market. The parking 
lot of this roof floor is predesignated as the 
building for tsunami evacuation. 

Fig. 2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a of 
Rikuzentakata City and tsunami devastated area 
of this event.

Photo 2. The sign indicates the end of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a.

The maximum water elevations that had been 

assumed by Miyagi Prefecture were 1.9m in the 

case of the M7.6 single off coast of Miyagi 

earthquake and 7.6m in that of the M8.0 coupled 

off coast of Miyagi earthquake. Run-up height of 

the 1933 event was 5.6m. So there was plenty of 

room between the height of evacuation building 

and assumed tsunami height. But this Fish 

Market was struck by 10.71m of tsunami. The 

witnesses also said that 50 to 60 people passed a 

cold night on the parking lot, because the 

destructive flow ran through under the parking lot 

and deposited huge amount of debris which 

blocked the exit. Furthermore, Kesennuma Bay 

was extensively covered with spilt oil and there 

was tsunami-induced fire in this vicinity. The 

buildings of the same sort in other area of Japan 

should be re-examined to use as tsunami 

evacuation places.As of April 18, in Kesennuma, 

there are 2,035 killed or missing people, which is 

2.77% of the city’s populatio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2011).

 

3. SIGNS FOR TSUNAMI EVACUATION

Many signs that indicates tsunami vulnerable 

zone, makes people aware that tsunami will 

come after earthquake, and shows evacuation 

route or place are installed in coastal area of 

Iwate Prefecture.

3.1 A case of Rikuzentakata City

Photo2 is the sign that indicates the end of 

assumed tsunami inundation area installed on 

the route 45 in Rikuzentakata City. Tsunami of 

this event ran-up to about 500m inland from 

the place of this sig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conducted by Iwate Prefecture 

(2004), the tsunami height has been assumed 

to be 10.4m in the case of the recurrence of 

1896 event, 6.0m in that of 1933 event, and 

10.2m in that of M8.0 coupled off coast of 

Miyagi Earthquake tsunami. This assumed 

tsunami inundation area was the envelope of 

the 3 cases of tsunamis (Fig. 2). But, actually, 

tsunami of 12.84m came to Rikuzentakata. This 

sign was placed about 500m inland from the 

edge of the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zone, 

1km inland from coastline. Because of vast 

low-lying area, about 2m of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estimated and realized caused to 

2 times of difference in inundation area. As of 

April 18, in Rikuzentakata, 9.7% of the city’s 

population was lost. Extension of the area 

where evacuation was needed would raise 

death toll in the low-lying plain.

3.2 A case of Otsuchi Town

Otsuchi Town of Iwate Prefecture was 

destroyed almost all its residential area. 

Tsunami inundation zone was illustrated in Fig. 

3. Authors interviewed the resident who was 

clearing debris near destroyed store (see Photo 

3). The witness evacuated after earthquake 

because she thought that tsunami will come. 

She abandoned her vehicle and ran rightward 

to go high ground fast although its means that 

she ran seaward. She said that the people who 

ran leftward to go to town died. Photo 4 is 

photograph of the sign that indicates end of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a. This sign 

was placed from about 200m rightward from 



Photo 4 The signs that indicate the start and th
end of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
Leftward is higher ground, rightward is low
ground.

Photo 3 The place where the direction of 
evacuation decided the success and failure of 
evacuation.

Fig. 2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a of 
Rikuzentakata City and tsunami devastated area 
of this event.

Fig. 3 Estimated tsunami inundation area of 
Rikuzentakata City and tsunami devastated area 
of this event.

the place where we interviewe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conducted by Iwate Prefecture, 

the tsunami height has been assumed to be 

6.0m in the case of the recurrence of 1896 

event, 5.4m in that of 1933 event, and 4.6m 

in that of M8.0 coupled off coast of Miyagi 

Earthquake tsunami. 2011 tsunami reached to 

13.94m at this point, which was 2 times 

greater than assumed tsunami. There is a word 

in a district of Sanriku, “Tsunami Tendenko”. 

This word means “run discretely, without 

concerns to others and as hard as one can in 

the time of tsunami coming”. The witness that 

survived people ran immediately to higher 
ground in spite of concerns to one’s vehicle 

and town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word 

“Tsunami Tendenko”.

4. RELOCATION OF RESIDENCE TO HIGHER 

GROUND

After huge earthquake tsunami events, 

resettlement to higher ground has been carried 

out as mitigation effort to next event. Ryoishi 

Town of Kamaishi City, Iwate Prefecture is 

one of the towns which have been making 

efforts to reside higher ground. In this event, 

this town lost 96% of houses in its area. 

Relocated settlements which had been 

reclaimed after the 1933 event were destroyed 

by this tsunami as shown in Photo 5. Although 

Iwate Prefecture had reported that RyoishiTown 

would be hit by tsunami of 16.8 m in the 

case of recurrence of 1896, the tsunami height 

of March 11 reached to 18.29m (Fig. 4).



Fig. 4 Destroyed relocated settlements and spared 
moved settlement.

Photo 5 Devastated settlement. This settlement 
was relocated from low-lying area to this 
relatively higher ground after the 1933 event.

Photo 6 The settlement that spared the tsunami 
inundation.

Photo 6 shows the relocated settlement which 

spared the worst of the tsunami. The residents 

said that relocation to a really steep slope 

made them to park their cars in low-lying 

area. The witness said that the people who 

went to low-lying area to pick their cars up 

after earthquake died in this event. As of April 

18, in Kamaishi, 3.3% of the city’s population 

was dead or missing. And media said about 

8% of residents were dead or missing in 

Ryoishi Town (The Mainichi Newspapers, 

2011).

5. SUMMARY

Following remarks are obtained in this field 

survey. (1) Buildings for tsunami evacuation 

should be re-examined on structures and 

functions. (2) At low-lying plain area, evacuation 

area expands drastically if excess hazard strikes. 

(3) It is important to run discretely, in spite of 

any concerns, and as hard as one can in the time 

of tsunami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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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 배경

� 육상 및 천해 자원 고갈, 에너지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수요 급증 예상 (시장성 우수)

- ‘20년 1,800억불, ’25년 3,000억불, ’30년 4,400억불로 시장 확대 예상 (INTSOK 2010)20년 1,800억불, 25년 3,000억불, 30년 4,400억불로 시장 확대 예상 (INTSOK 2010)

- 해양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73% 차지

� 해양플랜트 개발에 필요한 융복합 기술 보유 (성공 가능성 �) 

-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플랜트, 철강, 기계, 화학, 전자 등 연관산업 경쟁력 보유

• 해상 플랫폼 : Hull-side 기술력, 대형건조기술, 대형모듈 이송 및 설치기술, IT 역량 등

• 해저 시스템 : 해저 케이블 제조기술, Drill Riser 제조기술, 대형펌프 기술력, 

내부식 내한 고강도 소재 내압용기설계기술 등내부식·내한·고강도 소재, 내압용기설계기술 등

� 조선·플랜트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중국 차별화 시급 (전략적 시급성)

� 해양 플랜트의 통합 발주 증가로 Total Solution 확보 필요 (시장환경 변화대응)

- 과거 해상/해저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전환 추세

�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모델 도입으로 발주 패턴 변화 등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원스톱 쇼핑’ 형 통합발주 대응 역량 확보

추진 전략 (1)추진 전략 (1)

(해상부유식 생산플랫폼 + 해저·해상 이송제어시스템 + 해저 생산·처리시스템)

- 해상·해저 통합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 핵심 설치기술 등 전 분야 역량 확보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가능한 해양플랜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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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발주 패턴 변화>



� 실증을 통한 Track Record 조기 확보로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해양 플랜트 과제의 핵심 성공 요인은 Track Record (실증사례) 확보

전략 1 한국의 공기업/민간기업 자원개발 사업에 우선 적용

추진 전략 (2)추진 전략 (2)

� 전략 1 : 한국의 공기업/민간기업 자원개발 사업에 우선 적용

��LNG� 성공 사례 : 가스공사와 조선업계 협력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

� 전략 2 : Oil&Gas Major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 효과기대 효과

세계 수준의 해양플랜트 Total Solution 및 기술역량 확보

< 2025년 기대 효과 >

2020년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선도국가 도약

* 단, 투자 유발은 ~’25년 누계



③ 경쟁형 R&D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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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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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loating LNG

(1)  

: 2015 LNG ,  Onshore 
Stranded Gas FLNG

Floating LNG
Target Market

< Number and Size of Offshore Gas Fields Identified >

TCF : Trillion Cubic Feet 
( )

1. 

4

1.1 Floating LNG

(2)  

Wood Mackenzie estimates that the 
global LNG demand will reach 595 
mtpa in 2025, and assume that the 
floating liquefaction capacity is of 
114 mtpa in 2025.



1. 

5

1.1 Floating LNG

(3)  

Sloshing in LNG Tank to be avoided.

Ship Rolling and Pitching to be defined for Topside design.

LNG Offloading System to be selected.

LNG Spillage onto Steel Hull to be avoided.

The most Energy Efficient Process License selection

Limited Engineering Capability for Topside LNG facilities

Near Shore Commissioning plan

1. 

6

( : Douglas-Westwood The World Deepwater Market Report 2009-2013)

(1)  

URF Subsea 

24%

, , Subsea URF 

1.2 Subsea



1. 

7

(2)  (2010 ) 

URF : 110

1) URF 

2) URF 

Subsea : 50 ~100

1) Subsea 

2) Subsea 

3) ROV 

: 100

1.2 Subsea

1. 

8

(3)  

1.2 Subsea

Flow Assurance & Operability

(System Integration)

(Reliability)

UFR 

Subsea Processing 



1. 

9

1.3 Harsh Environment

Design Loads (Structure, Piping, Cables) Snow/Ice Load, Ice berg, 
Wave, Green Water Protection

Working Environment Means of Access, Outdoor Operation (WCI), 
Snow/Icing (slippery), Illumination 

Winterization Heat Tracing/Insulation, Heater/Space Heating, Frost 
Protection, Wind Shield, Enclosure

Material Selection Low Temperature Service

Others (Working Environment) Noise & Vibration, Chemical Hazards, 
Ergonomics (Musculoskeletal Injuries, Human Factor), JHA/Occupational 
Injuries, Crisis Intervention and Operability Analysis (CRIOP), Material 
Handlings

2. Engineering Key Factors

10

HAZID, HAZOP

QRA (Fire, Explosion, Dropped Object, Ship Collision, Gas/Vent     
Dispersion, Riser & Pipelines, etc.) ALARP, CBA, Sensitivity Analysis

Escape, Evacuation and Rescue Analysis (EERA), Emergency System 
Survivability Analysis (ESSA) 

Emergency Preparedness Analysis (EPA)

Performance Standards for Safety Critical Elements (SCEs).

PFP Study: Structure, Equipment/Vessels, Piping

Failure Mode Effect & Criticality Analysis (FMECA), RAM (Availability), SIL

Ergonomic Study, HFE, Human-Machine Interface (HMI)

Helideck Study

2.1.1 Trends

1) Variety of Safety Study Requirements

2.1 Safe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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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Trends

2) Risk-based Design

Prescriptive Requirements Consequence Analysis Risk Assessment

Long Design Period (Design Input)

Feedback from Assessment (Study Timing Challenges)

: Design Accidental Loads (DALs) (Fire,  Explosion, Dropped Object, 

Collisions)

3) CFD Modeling (3D Model)

Gas Dispersion (FLACSTM, FluentTM)

Fire (KFXTM)

Explosion (FLACSTM)

Exhaust Dispersion to Helideck

2.1 Safety Study

2. Engineering Key Factors

12

2.1.1 Trends

4) More Documentation

Management System: Safety Strategy, Performance Standards

Follow-up System (Action Tracking Register)

BHN Platform

2.1 Safety Study

2. Engineering Ke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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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eling: 

Input : Model Reviewed 30% (PDMS, PDS), P&IDs, H&M Balance, Layout

Risk = Consequence + Frequency 

Exceedance Curve : Design Accidental Loads

2) Input to Other Studies/Design

PFP Study Fire Wall, Equipment, Vessels, Structures,  

Piping/Valves/Supports; Firewater Demand (FW Pump Capacity)

Blast Load - Drag Loads (Piping/Cable Tray), Differential Pressure(Vessels),

Overpressure (Blast Wall/Deck)

EERA, ESSA, QRA

2.1.2 Fire and Explosion Study - Example

2.1 Safety Study

2. Engineering Key Factors

14

2.2.1 Overview

Accidental Event

Fire/Explosion

Dropped Object/Collision

Assess Accidental Load

Prescriptive Design

Scenario Based Design

Risk Based Design

Acceptance Criteria

Structural collapse

Safety critical element malfunction

Hydrocarbon leakage

Flange, valve , 

, 

( , )

Leakage rate

Leakage location

(CFD)

/

FPSO 

( , )

(CFD)

Strength Level Analysis

Ductile Level Analysis

Overpressure

Drag force

Shock waveFPSO 

( , vessel, 
)

QRA

Explosion Risk Analysis

Structural Analysis

FPSO 

, 

Flowchart of Explosion analysis

2.2 Structural Analysis for Accidental Events

2. Engineering Ke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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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plosion

Rapid Combustion of Leaked Congested hydrocarbon gas

Acceptance Criteria

Maintain Load bearing capacity of members

Analysis method 

Simple SDOF method, Linear analysis Nonlinear Dynamic FE analysis

Explosion Load Exceedance Curve Explosion Analysis

2.2 Structural Analysis for Accidental Events

2. Engineering Key Factors

16

2.2.3 Fire

Steel Strength Weakened due to Elevated Temperature when Fire

Acceptance Criteria: Structure Collapse after Evacuation

Countermeasure against Fire: Active Fire Protection, Passive Fire Protection

Analysis Method 

Multiple Missing Member Analysis Nonlinear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PFP before & after fire Fire Analysis

2.2 Structural Analysis for Accidental Events

2. Engineering Ke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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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Ship Collision

Protect Mooring line, Riser, Double Hull from Ship collision

2.2.5 Dropped Object

Protect Living Quarter, Safety Critical Element, Laydown Area from crane

Accidental Load: Impact Energy with 10-4/year frequency

Analysis Method

Hand calculation based on energy Nonlinear dynamic FE analysis

Ship Collision Dropped Object Analysis

2.2 Structural Analysis for Accidental Events

2. Engineering Key Factor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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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Global Top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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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Global Top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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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hore Sub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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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perator

EPCIC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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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 IR , 2009
: FMC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13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14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The Way to Global Top Leader18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20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21

�

�

�
-
-
-

�

�
�

�

�

�

�

�

�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22

�

�

�

�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23

The Way to Global Top Leader

24



주제 : 해양CCS
일시 : 2011년 6월 3일(금) 14:00~16:00

장소 : 부산BEXCO 301호

주최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주관 :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후원 : 국토해양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부산광역시
2012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산업계, 언론계 등

2011



●●●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워크샵 [해양CCS] 세부일정●●●

[6월 3일(금) 14:00-16:00 BEXCO 301호] 사회 :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 지중저장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실용화 계획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저장지도 구축 및 실증부지 선정 계획

김유리(석유공사)

CO2 해양 지중저장 공정설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허철(한국해양연구원)

CO2 해양지중저장 환경위해성 평가관리기술 개발

박 규(한국해양연구원)

6월 3일(금)



CO2 해양 지 장 기술개발 황  향후 실용화 계획
강성길(한국해양연구원) 

    CO2 Storage in Marine Geological Structure in Korea
Seong-Gil Kang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규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응하고 탄소 녹색성장을 한 미래 핵심 략기술로서 이
산화탄소 포집  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세계 으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이란 
발 소나 제철소 등에서 규모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하여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 800m이하
의 육상 는 해양의 깊은 땅속에 안 하게 장하는 기술로서, 육상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노르
웨이 등과 같이 ‘해양’의 염 수층을 상으로 한 지 장이 유력한 실용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 지
기구(IEA) 등은 2050년경에 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19% 정도를 CCS로 활용하여야만 하며 만약 CCS를 도입하
지 않을 경우 CO2 감축 비용이 70% 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재 세계 으로 2020년경부
터 CCS 기술의 실용화를 목 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규모 실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 
7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국내 실용화 정책안을 확정한 바 있다. 본 계획에 따르면 
’16년부터 1백만톤CO2 규모의 실증을 거쳐 2020년 이후 연간 300만톤 규모의 CCS를 보 하기 시작하여 2030년경
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량의 10% 정도인 3천2백만톤CO2를 CCS로 처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국해양연구원은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의 부처별 역할분담안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10. 11 확정한 “CO2 해양
지 장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1) 해양 지 장소 탐사  선정(석유공사와 동), 2) 해양내 
규모 CO2 수송체계 구축, 3) 규모 CCS 실증  보 사업 추진(지경부 공동), 4) 해양 CCS 실용화를 한 법

제도  국제 력 등 련 기반 구축, 5) 환경친화 이고 안 한 CO2 해양지 장 기술확보를 한 련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그간 추진한 국토해양부 “CO2 해양지 장기술개발사업”의 연구 추진 황과 
향후 실용화 방안에 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Keyword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탄소포집  장기술), CO2 storage(이산
회탄소  장), marine geological structure (해양지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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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 장지도 구축  실증부지 선정 계획

김유리＊, 이 석, 김종수, 이원수, 박명호 (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응하기 한 미래 핵심 략기술인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의 상용화 여부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장분야 기술개발을 목 으로, 

발 소 등 규모 발생원에서 포집된 CO2를 해양 퇴 분지 내 합한 지 장소(고갈 유 , 염 수층 등)에 

장시킬 수 있는 유력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 탐사·시추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륙붕(울릉분지, 흑산분지, 군산분지, 제주분지)에 

하여 층서, 퇴 상, 구조 등의 지질학  특성화를 통해 각 분지의 CO2 장용량을 평가하고 이를 토 로 국내 

CO2 장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해 CO2 장 련 해외 DB구축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분지별 2D/3D 

탄성  탐사자료와 물리검층  코어 등의 시추 련 자료 분석, 생층서  암층서 분석 등의 세부 작업을 통해 CO2 

장 가능성을 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축 된 자료  정보와 국내 CO2 발생원  장 가능 공간에 한 분석 등의 

DB화를 기반으로 2016년 이후 추진될 100만톤  CCS 실증화  2020년 이후 연간 300만톤  CO2 해양지 장의 

상용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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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산화탄소 포집  장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이 기후변화 응

기술로서 국내외 으로 주목 받고 있다. CCS 기술은 발 소  제철소 등 규모 발생원에

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 이 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 그리고 이를 지 에 장기간 

장하는 장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CO2 해양지 장 실용화를 한 CO2 

물성 특성, 수송·주입 공정설계, 선박 수송 안 성, 간 장 개념설계 그리고 류층 내 

CO2 거동 안 성 평가를 한 탄성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한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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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ing options to response climate change. CCS is a three-stage process consisting of the 

capture of carbon dioxide, the transport of CO2 to a storage location, and the long term 

isolation of CO2 from the atmosphere for the purpose of carbon emission mitigation. To carry 

out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O2 marine geological storage, property analysis 

focused on the hydrate phase equilibrium, process design of transport and injection, safety 

analysis of CO2 carrier, design of offshore intermediate storage facility and seismic wave 

propagation modeling were studied. In this paper, major results of these studies were 

introduced and summarized.  

keyword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이산화탄소 포집  장), Offshore 

Geological Storage(해양지 장), CO2 transport(CO2 수송), CO2 carrier(CO2 수송선), CO2 

monitoring(CO2 모니터링)

   †Corresponding author: chuh@moeri.re.kr



1. 서 론

포스트 교토체제하의 규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응하고 탄소 녹색성장을 한 미래 핵심 

략기술로서 CO2 해양지 장을 포함한 CCS 기술이  세계 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이

란 발 소나 제철소 등에서 규모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하여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 지

하 800m이하의 육상 는 해양의 깊은 땅속에 안 하게 장하는 기술을 일컫는다(IPCC[2005], 강성

길과 허철[2008]).

이러한 CCS 기술의 구 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 성,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의 확

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2 해양지 장 수송체계 정립과 압축- 처리-수송-주입-모니터링을 포

함하는 공정 유출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련 요소기술을 개발 이다. 이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개념 으로 도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는 아래 그림에 도시한 바와 같이 CO2 물성 

특성, 이 라인 수송 안 성, 선박 수송 안 성, 간 장 안 성, 주입 안 성, 류층 내 거동 안

성, 모니터링 그리고 수송체계 수립을 포함한다.

Fig. 1.  CO2 해양지 장 수송체계 정립과 압축- 처리-수송-주입-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공정 

유출방지 기술 개발

2. CO2의 물리  특성

수송과 주입, 장 후의 CO2의 거동에 한 이해는 본 연구 주제인 CO2 해양지 장의 성공  수

행을 해서 필수 인 사항이다. 특히 수송과 장조건에 따라 포집된 CO2 혼합물 내에 존재 가능한 

수분은 고압, 온 조건에서 CO2와 물리  결합을 함으로써 하이드 이트와 같은 고체 수화물을 생성

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CO2 하이드 이트는 수송과정  의 막힘을 래할 수 있고, 장 조건에서

는 주입된 CO2가 공극수와 결합하여 해양 퇴 층의 다공성 지질 구조 내에서 CO2의 체류기간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2를 포함하는 계의 하이드 이트 평형과 다른 열역학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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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2-N2-H2O 3상 평형 실험결과(강정원[2009])

한, CCS 기술이 용되는 발 소나 제철소의 배가스는 수분 뿐 아니라 N2, O2, Ar, H2O, SOx, H2S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CO2 혼합물 내 불순물들은 처리하고자 하는 CO2 혼합물

의 열역학 상태량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압축, 정제, 수송  장 공정들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순물  N2  SO2가 포함된 CO2 혼합물의 수송  장 공정을 설계하

는데 있어 매우 요한 CO2 혼합물의 열역학 거동을 모사하기 한 열역학 상태방정식들을 비교 분석

하 다. 한, CO2, N2, SO2와 같은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하기 하여 사용되는 이

성분 매개변수에 한 최  값을 도출하 다.

Fig. 3.  CO2-N2 기-액 상평형 거동 시뮬 이션  이성분 매개변수 최 화(허철과 강성길[2009])



3. CO2 수송  주입공정

본 연구에서는 량의 CO2를 육상 는 해양 퇴 층의 장지로 이송하기 한 수송시스템 개발 시 

필요한 설계조건를 도출하고, 다양한 조건 하의 설계를 수행하 다. 이를 한 압축-정제를 포함한 수

송 랜트의 공정 설계  안 해석은 매우 요하다. 이는 체 CO2 해양지 장의 안 성, 신뢰성

과 경제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기술이다. 그러나 CO2 수송공정 기술 황을 살펴보면, 정상상태

(steady state) 순수 CO2 이 라인 설계 부분은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일부 기술 보유 이나, 

랜트 기동과 지와 같은 비정상상태(transient state), 사고 시의 격한 감압 상 등과 같은 사고해석 

 안 성 분야에 한 기술은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 CO2의 정상상태 운 부

터 불순물의 포함한 CO2 혼합물의 비정상상태 운   사고 해석까지 련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2.1 CO2 수송  주입 공정설계

CO2 수송  주입 공정설계의 범 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분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포집공정

을 제외한 포집이후 압축, 냉각, 정제, 액화, 수송, 주입, 장과정에서의 공정설계, 안 해석  유출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용량의 CO2를 장거리 수송  지 에 주입, 장하기 해서는 포집된 CO2를 여러 단의 압축기

를 거쳐 고압으로 압축하게 된다. 압축공정은 압축기, 간냉각기, 기액분리기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4단의 압축공정과 추가  최종단의 압축/펌핑으로 구성하 다. 압축공정의 입구조건은 

포집 랜트에서 포집된 불순물을 포함한 기압, 상온의 CO2 혼합물을 고려하 다. 

Fig. 4. CO2 수송  주입 공정설계(허철[2009])



를 들어, Fig. 5는 4단 압축공정에서 불순물의 양에 따른 압축공정 각 단에서의 소요 동력과 

체 동력을 도시한 것이다. 세부 으로는 불순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N2 불순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압축동력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종 단에서의 압축 동력 상승은 타 압단에 비

해 상 으로 높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압축공정 간에 수행되는 냉각공정의 냉각에 지

는 N2 불순물의 양과 반비례 계에 있음을 계산결과로부터 도출하 다.

Fig. 5. CO2 압축 공정의 각 단별 소요동력

본 연구에서는 CO2 해양지 장 처리를 한 일련의 공정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

기의 공정설계 Package를 개발하 다. 개발된 공정설계 Package는 처리, 압축, 냉각, 수송 등과 같

은 일련의 공정 단계에 한 PFD(Process Flow Diagram), P&ID(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UFD(Utility Flow Diagram), Plot plan, Process data sheet, Equipment list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CO2 해양지 장의 국내 실용화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본 연구의 성과물로 도출된 공

정설계 Package를 실제 포집공정의 운 조건과 장지의 지질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정 보완하고 이

를 통해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그리고 최종 으로 장 조건을 용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실제 

랜트를 건설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6. 탈수공정의 PFD



2.2 CO2 수송선의 안 성 평가

CO2 수송선의 안 성 평가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HAZID를 수행하 다. 본 HAZID는 육상 

CO2 배출원에서 포집된 CO2를 해양지 에 장하기 하여, 액화된 CO2를 운송하는 CO2 수송선

박에 한 험요소를 식별하고,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형 액화 

CO2 운반선은 재 건조되어 운항하는 선박이 없으므로 실 선 사고 사례 자료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유사한 선박인 LPG 운반선의 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HAZID를 통하여 Risk register를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사고 시나리오는 아래의 표

와 같다.

Scenarios Main Causes

운항  충돌/좌 인 요소, 추진  항해 시스템 고장, 안개, 악천후

이 안시 좌 인 요소, 추진  항해 시스템 고장, 안개, 악천후, VTS 통신에러

하역시스템 출

인 요소, 선체동요, 결합미숙, 펌  오작동, 외부충격, 평형수 시스템 

고장, 재질불량, Sealing 불량, 피로 괴, 정비불량, 진동, suction압 

하에 따른 기화

화물탱크 시스템
단열 시스템 손상, 조작미숙, vapor return system 고장, 정비불량, 피로

괴, 선체동요, 진동, 시공결함, 충돌/좌 , 설계결함, 유압 시스템 고장

계류 시스템
auto-control system 실패, 악천후, 외부충격, 계류 치손상(고장), 설계

결함, 정비불량

추진 시스템 
인 요소, 원차단, CO2 주기  유입, 주기 고장(제어시스템포함), 연

료공 단, 윤활유문제, 보기류고장, 기 실화재, 정비불량

Table 1. CO2 carrier accident scenario(이동곤[2010])

 

2.3 CO2 해양 간 장설비

CO2 해양지 장 공정에서 선박으로 액상 CO2를 수송하여 해양지 에 주입하는 경우, 주입하는 

동안 선박의 이동이 제한되어 수송 과정의 효율성이 하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방법  하나는 해양 간 장설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해양 간 장설비를 설치하면 선박에서 

신속하게 액상 CO2를 수송하여 선박의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장지가 심해인 경우에는 수

압과 장된 CO2의 압력 균형을 이용하면 해양 간 장설비를 압력용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

에 경제 이고 실 인 장설비를 만들 수 있다. 해양에서 간 장설비는 설비가 치하는 지역

에 따라 크게 바다 , 간, 바닥으로 나  수 있으며 각각에 해 여러 가지 설비의 형식을 제안하

다. 이러한 해양 간 장설비를 실용화하기 하여 안 과 환경 신뢰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ig. 7. 해양 간 장설비의 여러 가지 형식(장 [2009])

3. 탄성   모델링을 통한 CO2 거동 모니터링

CCS 모니터링 기법 에 3차원 탄성 탐사를 이용한 4-D time-lapse 탄성  모니터링은 지층 내에 

주입된 CO2에 의해 변화된 지층 물성을 기반으로 CO2의 시간에 따른 공간  분포  거동 양상을 

악 하는 기법이다. 일반 으로 지 에 장된 CO2가 용해된 공극 내 염수는 기존의 염수와는 다른 물

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층의 물성 차에 의해 굴 , 투과  반사되는 탄성  신호를 이용하

는 탄성 탐사에서 신호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한 경과한 시간  주입된 CO2의 양에 따라 신호의 

양상이 바 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신호로부터 CO2의 거동특성  분포를 확인하기 해서는 각각의 

경우를 모델링하여 수치 인 탄성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신호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 탄성 동방정식과 탄성 동방정식을 한 경계조건을 용하여 해양환경에

서 탄성 의 를 효과 으로 시뮬 이션할 수 있는 3차원 탄성  시뮬 이션 알고리듬을 개발

하 다. 

 

Fig. 8. 탄성   시뮬 이션: 해수면 수신기(좌), 해 면 

수신기(우)(민동주[2009])

4. 결 론

CO2 해양지 장기술은 발 소  제철소 등 규모 발생원에서 포집된 CO2를 이 라



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하고 해양의 퇴 층에 주입하여 장기간 장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CO2 해양지 장 실용화 시 요구되는 세부 기술인 CO2 물성 특성, 수송·주입 

공정설계, 선박 수송 안 성, 간 장 개념설계 그리고 류층 내 CO2 거동 안 성 평가를 

한 탄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한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결과를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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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CO2 해양지 장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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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해양지 장 환경 해성평가 리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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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n Marine CO2 Sequ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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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guk Univ.)

요약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구조에 장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환경으로 출된다면 환경에 심각

한 해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출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과학 으

로 리하여 최소화하기 해서는 환경 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한 해도 감  리가 필요하

다. 해성평가는 기본 으로 상되는 해요인이 인간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신뢰성 있

는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노출평가와 생태 향평가를 수행한 후 해도를 산정하는 과정인데, 효율

인 해도 리를 한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된다. 이러한 해성평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해서는 

이산화탄소 장 후보지에 한 물리, 생지화학  환경에 한 면 한 검토가 우선해야 할 것이며, 

한 출에 한 험 인식  분석, 장지에 한 모니터링 측기법 등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

이다. 기존의 국외문헌은 이산화탄소의 해양지 장에 한 환경 해성평가를 하려면 장 지역에 

한 특성 악, 유출시나리오에 기반한 환경노출평가, 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생물에 한 직

인 향  환경 변화에 의한 간 인 향이 고려된 향평가 등의 과정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도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해양지 장사업에서도 우리의 환경 특성에 합한 

해성평가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이산화탄소의 해양지 장사업에 한 해성

평가 리 체계 마련을 해서는, 후보지역의 환경 특성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에서 이산화

탄소의 물리화학  확산거동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수송  주입과정과 지 장 지질

구조에 합한 개연성 있는 유출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와 국내종을 이용한 생태 향평가 자료의 

생산과 DB화, 그리고 유출 감시  환경 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국내 환경에 합한 환경 해성평가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K eyw ords: Carbon dioxide,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CO2 Leakage, Risk Assess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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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욱1, 이윤경2(1한양대학교해양환경과학과, 2서울대학교지구환
경과학부)

PO-04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에서의 상세 해수면상승 예측 I -
해수팽창을 고려한 지역해양순환모형의 규모 축소 모의 실험 -
우승범1, 김동훈2, 구본호1, 김민하1, 임채욱1(1인하대학교, 2기상청)

PO-05 Influence of the Coriolis Force on the Formation of a
Seasonal Thermocline
Yign Noh(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Yonsei University,

Korea)

PO-06 Prediction of the Diurnal Warming of Sea Surface
Temperature Using the Atmosphere-Ocean Mixed Layer
Coupled Model
이은정1, 노의근1, 김동훈1, 홍성유1, 오미림2, 김미자2

(1연세대학교대기과학과, 2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원생 및 후생동물
2일(목) 컨벤션홀 202호, 10:30-12:00)

좌장 : 김 옥(한국해양연구원)

BO-01 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flagellated
Pharyngomonas kirbyi, a deep-branching, halophilic
heterolobosean (Heterolobosea; Excavata)
Jong Soo Park1, Alastair GB Simpson2(1경북대학교생명과학부,
2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BO-02 Gyrodiniellum shiwhaense n. gen., n. sp., (Gymnodiniaceae)
from the coastal waters of Korea: morphology and
ribosomal DNA gene sequence
강남선1, 정해진1, Moestrup Øjvind2, 박태규3(1서울대학교지구환
경과학부, 2Biological Institute, Section of Phycology, University of

Copenhagen, 3한국해양연구원남해수산연구소)

BO-03 The thecate mixotrophic dinoflagellate Fragilidium
duplocampanaeforme: feeding, prey specificity and
allelopathy
Miran Kim, Myung Gil Park(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O-04 Evolution of Actin Gene Family in Dinoflagellates:
Implications for phylogeny
Sunju Kim1, Tsvetan R. Bachvaroff1, Sara M. Handy2, Charles F.

Delwiche2(1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dgewater, Maryland, 2Department of Cell Biology and

Molecular Genetics, University of Maryland)

BO-05 Morphology and nuclear ribosomal DNA sequences of
Prorocentrum koreanus sp. nov. from the Korean and
Japanese coastal waters, and comparing with
Prorocentrum micans (Prorocentrales, Dinophyceae)
Soo-Yeon Cho and Myung-Soo Han(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

791, Republic of Korea)

BO-06 북동적도 태평양에 출현하는 Oncaeidae과 (요각류아강, 싸이
클로포이다목)의 분류학적 연구
조규희1, 김웅서2, 이원철1(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한국해양연구
원여수엑스포사업단)

천해퇴적환경과 지형관측
2일(목) 컨벤션홀 203호,10:30-12:00)

좌장 : 이관홍(인하대학교)  

GO-01 조석사주의 사질퇴적물 이동경향분석(GSTA)
장태수, 이승종(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GO-02 서해 곰소만 조간대 지형의 계절적 변화 특성 연구
홍창민, 오청록, 윤희수, 정재훈, 정혜란, 최경식
(전남대학교해양학과)

GO-03 독살이 가져온 굴혈포 해빈의 퇴적역학적 변이
이관홍1, 박한산2, 이희준2, 남수용3, 강태순3

(1인하대학교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3지오시스템리서치)

GO-04 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충남 몽산리 해안의 미지형 변화 분석
박한산1, 전청균2, 이관홍3(1한국해양연구원해양정책연구실, 2㈜환경
과학기술, 3인하대학교해양학과)

GO-05 해빈지형 모니터링 장비특성 및 조사방법 비교
정의 1, 박준용1, 이정민1, 최태진1, 최진용2

(1한국해양연구원, 2군산대학교해양학과)

해양산성화에의한생태계 향진단(ECOACID)
2일(목) 컨벤션홀 206호,10:00-11:45)

좌장 :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 

SA-01 Morphological variations of calcareous seed populations
and its ecological significance in the hypoxic zone
Hyeon Ho Shin, Young-Ok Kim Kazumi Matsuoka and Dhongil

Lim(Strategic Planning Unit for Library of Marine Samples,

KORDI)

SA-02 Shifts in biogenic carbon flow from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warm
ocean conditions
김자명1, 이기택1*, 신경순2, 양은진3, Anja Engel4, David M.
Karl5, 김현철1(1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한국해양연구원/남
해연구소 , 3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 4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5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Ocean and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SA-03 Change of coastal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to
future climate conditions: a mesocosm study
현봉길1,5, 신경순1, 김자명2, 이기택2, 양은진3, 노재훈4, 이우진1, 문
창호5(1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2포항공과대학교, 3한국해양연
구원부설극지연구소, 4한국해양연구원안산본원, 5부경대학교)

SA-04 해양 저서무척추동물에 대한 해양산성화의 향
오제혁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1(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
원연구부, 2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SA-05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대한 빈산소 수괴의 향
장민철, 신현호, 김 옥,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SA

GO-I

BO-I

PO-I

구두발표 : 6월 2일(목)



해양생물DNA바코드
2일(목) 컨벤션홀 207호,09:45-12:00)

좌장 : 김창배(상명대학교)

SB-01 Korea Barcode of Life (KBOL) Database
김원(서울대학교생명과학부)

SB-02 Stichaeidae 및 Zoarcidae의 상위분류군에 대한 분자 연구
김진구, 권혁준(부경대학교자원생물학과)

SB-03 DNA 바코드를 이용한 해양동물플랑크톤 군집분석
김창배(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SB-04 미세조류 DNA 정보 발굴 및 바코딩
기장서(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SB-05 한국 해양생물의 DNA 바코딩과 이를 이용한 해양 시료의 종
판별 가능성 분석
이윤호1, 정다금1, 이유철1, 김성대1, 김성1, 배세진1,이택견2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2남해연구소)

황동중국해 현상 외
2일(목) 컨벤션홀 201호,13:00-14:30)

좌장 : 이재철(부경대학교) 

PO-07 Taiwan Warm Current and Onshore Intrusion of Kuroshio
승 호(인하대학교생명.해양과학부)

PO-08 Seasonal and Non-season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Heung-Jae Lie, Kyunghee Oh, Cheol-Ho Cho(Ocean

Environment and Prevention Department, KORDI)

PO-09 Effects of the Changjiang freshwater on sea surface
warm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박태욱1, 장찬주1, 박원선2, 오임상3(1한국해양연구원, 2독일라이브
니즈해양연구소, 3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

PO-10 Mapping the U.S. West Coast surface circulation: A
multiyearanalysis of high-frequency radar observation
Sung Yong Kim, 1Eric J. Terrill,1 Bruce D. Cornuelle,1 Burt Jones,
2Libe Washburn, 3Mark A. Moline, 4Jeffrey D. Paduan, 5Newell
Garfield, 6John L. Largier, 7Greg Crawford, 8and P. Michael
Kosro9(1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ego, La Jolla, California, USA. 2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lifornia, USA. 3Institute for Computational Earth System Science,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fornia, USA. 4Biological Sciences Department,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San Luis Obispo, California, USA. 5Department of
Oceanograph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andApplied Sciences,
Naval Postgraduate School, Monterey, California, USA. 6Geosciences
Department and Romberg Tiburon Center for Environmental Studie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Tiburon, California, USA. 7Bodega Marine
Labora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Bodega Bay, California, USA.
8The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ancouver IslandUniversity,
Nanaimo, British Columbia, Canada. 9College of Oceanic and
Atmospheric Sciences, Oregon StateUniversity, Corvallis, Oregon, USA.)

PO-11 2006~2009년 조석관측 자료기반 남서해역 등조석도 작성
유학렬1, 우승범2, 김 택1, 정우진1(1국립해양조사원, 2인하대학교)

PO-12 하계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표층수의 거동 특성
장성태1, 오유리1, 이재학2, 김철호2, 유승협3

(1㈜지오시스템리서치, 2한국해양연구원, 3기상청)

플랑크톤 생태
2일(목) 컨벤션홀 202호,13:00-14:30)

좌장 : 이준백(제주대학교) 

BO-07 부산과 대산항에서 선박평형수에 유입된 식물플랑크톤의 종
조성과 재성장능력
백승호, 장민철, 장풍국,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BO-08 1998년과 2010년에 나타난 열대태평양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 비교
윤주은1,2, 장찬주1, 박지수1, 유신재1(1한국해양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해양생물학과)

BO-09 마산만에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의 시·공간적 분포
김동욱, 윤석현, 오광석(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BO-10 Population dynamics of various ribotypes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using novel development of Real-Time PCR
assay based on EvaGreen
박범수, 한명수(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O-11 Population dynamics of the microalgae Gymnodinium
catenatum and Gymnodinium impudicum (Dinophyceaes)
using EvaGreen-based quantitative Real-Time PCR assay
박범수, 한명수(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O-12 Tintinnid species as biological sensors for monitoring the
Kuroshio Extension in Korean coastal waters
김 옥, 장풍국, 황옥명, 김응, 양은진, 노재훈,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퇴적층서와 탄성파탐사
2일(목) 컨벤션홀 203호,13:00-14:15)

좌장 : 김성필(한국지질자원연구원) 

GO-06 Late Quaternary inner shelf sequence in a river-dominated
environmental setting: an example from Nakdong inner
shelf
유동근1, 김성필1, 권이균1, 장태수1, 박수철2

(1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 2충남대학교, 해양학과)

GO-07 Shallow seismic stratigraphy and geotechnical properties
of the eastern boundary of the KoreaStrait shelf mud off
southeast Korea
G. Turkdemir1, Dae Choul Kim1, Seong-Pil Kim2,Gwang Soo

Lee1, Sung Ho Bae1(1Pukyong National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GO-08 3D seismic interpretation of seismic chimney structure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강년건1, 유동근1, 이보연1,2, 류병재1(1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
저연구본부가스하이드레이트연구실, 2부경대학교에너지자원공
학과)

GO-09 The effective source wavelet extraction method to seismic
inversion
이보연1,2, 강년건2, 유동근2, 류병재2, 이광훈1

(부경대학교에너지자원공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
본부)

GO-II

BO-II

PO-II

SB



해양화학
2일(목) 컨벤션홀 204호,13:00-14:30)

좌장 : 김규범(서울대학교)

CO-01 해색위성의 클로로필 측정값에 미치는 CDOM의 향과
CDOM 분포특성 연구
박미옥, 김윤정, 신우철(부경대학교해양학과)

CO-02 메타게놈 분석법을 이용한 부산 연안역 해수의 플랑크톤 종
다양성 고찰
윤지미1, 이지은1, 이상래2, 노태근2, 정익교1, 이동섭1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부산대학교해양연구소)

CO-03 Spatial variability of △O2/Ar and net community
production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Amundsen Sea,
Antarctica
Doshik Hahm, Tae Siek Rhee, Young-Nam Kim, 

Hyoung Chul Shin, and SangHoon Lee(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CO-04 동해 유광층에서 TEP와 환경인자들과의 상관성 연구
전현덕, 노태근, 이동섭(부산대학교해양시스템과학과)

CO-05 CDOM을 이용한 제주도 연안 염지하수 중 용존 유기물질의
기원 추적
권은화, 김규범(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CO-06 연안 지하수에서 규산염과 인산염의 거동과 해양학적 중요성
조형미, 김규범(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준설, 골재채취등 퇴적물 교란에 의한 해양환경변화
2일(목) 컨벤션홀 206호,13:00-15:40)

좌장 :  양재삼(군산대학교)

SC-01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운 및 해양환경 향조사 현황
최 철(한국수자원공사녹색에너지처)

SC-02 해사채취의 환경 향 조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홍재상(인하대학교해양학과)

SC-03 골재채취행위가 연안역의 저서생태계에 미치는 향
유재원1, 이창근1, 김창수1, 정회인1, 정윤희1, 박미라1, 

이현정1, 황재연1, 홍재상2

(1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인하대학교해양학과)

SC-04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사채취해역의 어류군집 변화
손규희1, 한경남2(1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SC-05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운 중 플랑크톤
군집의 시공간적 변화
송재윤1, 이인우2, 김선우2, 김재만2(㈜한국종합기술1, ㈜에코션2)

SC-06 소흑산도 남부해역 골재자원조사
민건홍1, 최헌수1, 박재현2(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부, 
2한국수자원공사, 녹색에너지처)

SC-07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저지형변화조사 사례 발표
김현도(㈜지오뷰)

SC-08 남해EEZ 해역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퇴적물의 화학조성변화
양재삼, 정용훈, 송수진(군산대학교해양학과)

허베이 스피릿 유류유출사고 이후 3년 동안
해양생태계에 나타난 변화고찰

2일(목) 컨벤션홀 207호,13:00-16:00)

좌장 : 박흥식(한국해양연구원)

SD-01 태안 해빈 천해어류의 종조성 변화
이정훈, 권순열, 황학빈, 이태원(충남대학교해양학과)

SD-0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모래 해변 조간대
대형저서동물 변화
유옥환1, 이형곤1, 박흥식2(한국해양연구원 1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해
양과학국제협력센터)

SD-03 Hebei Spirit호 원유 유출에 따른 환경 감시
김문구1, 임운혁1, 정지현1, 하성용1, 안준건1, 심원준2

(1한국해양연구원, 2유류·유해물질연구단)

SD-04 Hebei Spirit 유류유출 후 태안 학암포와 꽃지에 서식하는
단각류 Haustorioides koreanus의 생활사 비교
김지연1, 김광배1, 오택관1, 마채우1, 정윤환2, 박흥식2

(1순천향대학교해양생명공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SD-05 유류 오염이 중형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 연구
강태욱1, 이희갑1, 오제혁1, 민원기2, 노현수2, 김동성1

(한국해양연구원1, 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2)

SD-06 2010년 Hebei spirit 유류유출 지역에 서식하는 참굴
Crassostrea gigas의 건강도 평가
홍현기1, 박아름이1, 강창근2, 박흥식3, 심원준4, 최광식1

(1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생명과학과, 2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
학원 3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4한국해양연구원남해
특성연구부)

SD-07 Hebei spirit 유류유출 지역에 서식하는 울타리고둥
(Monodonta labio)의 생리와 번식학적 연구
박아름이1, 홍현기1, 강창근2, 박흥식3, 심원준4, 최광식1

(1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해양생명과학과, 2포항공과대학해양대학
원, 3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4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
성연구부)

SD-08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이 암반 조간대 대형저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
정윤환1, 윤건탁1, 김태훈2, 이형곤1, 박흥식2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
제협력센터)

SD-09 Reproductive activity and energy storage cycle of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inarum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박현제1, 이 재1, 최광식2, 최은정3, 변교혁1, 박흥식4, 심원준5, 강창근1

(1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2제주대학교해양의생명과학부 , 3한국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4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5한
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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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모든 포스터는 부산벡스코 2층 전시장에서 한 번에 전시
되오니 포스터 발표를 신청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장 : 박흥식(한국해양연구원) 

SD-10 Food web structure of macrotidal sandflats: stable isotope
analyses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박현제1, 최은정2, 곽정현1, 이대성1, 최광식3, 박흥식4, 심원준5, 강창근1

(1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2한국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3제주대
학교해양의생명과학부, 4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5한
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SD-11 Condition, reproductive activity, and biochemical
composition of an epifaunal suspension feeder Crassostrea
gigas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변교혁1, 이대성1, 최광식2, 박현제1, 최은정3, 박흥식4, 심원준5, 강창근
1(1포항공과대학교해양대학원, 2제주대학교해양의생명과학부, 3한국
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4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제협력센터, 5한
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SD-12 태안반도 인근해역 유류 누출사고 이후 3년간의 플랑크톤
군집변화
이재광, 송혜 , 박철(충남대학교해양학과)

SD-13 대량 폐사 이후 쏙(Upogebia major)의 개체군 가입연구
유옥환(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SD-14 Molecular and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crude oils
and their variations during weathering experiments
김은식1,2, 김문구1, 김기범2, 심원준1, 하성용1, 주창규1,2

(1한국해양연구원유류·유해물질연구단, 2국립경상대학교해양과학
대학해양환경공학과 )

SD-15 태안 유류오출 사고 후 3년간 연성조하대 대형저서동물 군집
구조 변동
최진우, 서진 , 박소현(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SD-16 유류오염 이후 암반 조간대 생태계의 조위에 따른 생물상 및
주요 종의 서식양상 변화
정윤환1, 윤건탁1, 마채우3, 박흥식2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해양과학국
제협력센터, 3순천향대학교해양생명공학과)

태풍 및 파랑
2일(목) 컨벤션홀 201호,14:45-16:00)

좌장 : 홍철훈(부경대학교)

PO-13 Impacts of recurvature on typhoon-induced sea surface
cooling
문일주1, 김민 1(1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O-14 The Effect of Typhoon on Sea Water (Ecosystem) in the
Upper Ocean
Chul-hoon Hong(Pukyong National University)

PO-15 Hydrodynamic response of coastal waters of Korea to the
typhoon KOMPASU
Hak-Soo Lim, Chang S. Kim, Kwang Soon Park, and Jae Seol

Shim(Korea Ocean R&D Institute, Ansan 426-744, Korea)

PO-16 Characteristics of the Typhoon-Generated Surface Waves
in the Western Coast of Korea
KiRyong KANG and SangBeum Ryoo (Marine Meteorological

Research Team Global Environment System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KMA, Seoul,

152-720, Korea)

PO-17 Recent results on wave turbulence theory: statistical
theory of wave-wave interactions based on random phase
and amplitude formalism
Yeontaek Choi1 and Sang Gyu Jo2(1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Daejeon, Republic of Korea
2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기타
2일(목) 컨벤션홀 202호,14:45-16:30)

좌장 : 김광용(전남대학교)

BO-13 산소미세전극을 이용한 대부도 갯벌의 저서미세조류에 의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추정 연구
권봉오, 고철환(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BO-14 한국 연안산 남세균을 이용한 광생물학적 수소생산
박종우, 안세희, 이원호(군산대학교해양학과)

BO-15 황해 저층냉수대 해역의 생물 음향산란층의 특성
이형빈1, 강돈혁1, 김웅서2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2여수엑스포지원단)

BO-16 해색위성 GOCI의 표준자료 검증 결과
문정언, 손 백, 유주형, 안유환, 민지은, 안재현, 박 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BO-17 Tracking the origin of the floating macroalgal blooms in
Korea during the summer of 2008 and 2009
김근용1, 민지은2, 유주형2, 김광용1(1전남대학교, 2한국해양연구원)

BO-18 어장환경 차이에 따른 인천 선재도산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의 봄철 대량폐사 사망률 비교
김성태, 홍재상(인하대학교해양학과학과)

BO-19 국가관할권 이원 심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국제적 레짐
형성과 대응방안
김선화(한국해양연구원해양정책연구실)

대양과 해저자원
2일(목) 컨벤션홀 203호,14:30-16:00)

좌장 : 석봉출(한국해양연구원) 

GO-10 북동태평양 수온약층 융기대에서 강한 엘니뇨 현상에 따른
침강입자 물질플럭스의 변동
김형직1, 형기성1, 유찬민1, 지상범1, 김동선2, 김부근3

(1한국해양연구원심해·해저자원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기후·
연안재해연구부, 3부산대학교해양시스템과학과)

GO-11 ISA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광구
확보전략
양희철, 박세헌, 박성욱, 이문숙(한국해양연구원해양정책연구실)

GO-12 해저열수광상 공해지역 광구등록 전략
박세헌, 양희철, 이문숙(한국해양연구원해양정책연구실)

GO-13 Korea KNRV5000 Building Program
Bong Chool SUK1, Dong-Won Park1, Hae-Seok Kang1, Ki-Ho

Eum2(1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2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O-III

BO-III

PO-III

SD포스터발표 : 2층전시장 (6월 2일)



Plenary Session
(2층 컨벤션홀 205호,09:30-10:45)

1. 개회식 : 환 사, 축사

2. 시상식

3. 젊은과학자우수논문상 수상자 논문발표

4.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자 논문발표

평의원회
(2층 컨벤션홀 205호,11:00-12:00)

총회
(2층 컨벤션홀 205호,13:00-14:00)

“제2차 PICES/ICES/IOC 국제기후변화심포지엄”개최 공지

연안현상 및 위성
3일(금) 컨벤션홀 201호,14:15-15:45)

좌장 : 강용균(부경대학교)

PO-18 GOCI에서 관측된 일본 센다이 지진해일(tsunami) 효과
손 백, 유주형, 박 제, 최종국, 문정언, 안재현, 안유환, 

한희정, 이순주, 조성익(한국해양연구원, 해양위성센터)

PO-19 여름철 수 만의 냉수대 현상 관측
이재철(부경대학교해양학과)

PO-20 한국 남부해역 3D 수온모델의 장기 체적 변화와 무게중심의
공간적 변동 분석
윤동 , 최현우(한국해양연구원해양자료팀)

PO-21 천리안위성 해양관측자료의 검보정 계획
박 제, 유주형, 문정언, 손 백, 안유환(한국해양연구원)

PO-22 서해 천수만의 하계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실험
정광 , 노 재, 김백진(충남대학교해양학과)

PO-2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GDPS) 궤도상 시험
(IOT) 및 개선
한희정, 안재현, 박 제, 유정미, 유주형,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유전자 및 생리생태
3일(금) 컨벤션홀 202호,14:15-15:45)

좌장 : 박명길(전남대학교)

BO-20 16S rRNA gene sequences detected by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in the East Sea during 2007-
2009
장광일, 황청연, 조병철(미생물해양학연구실, 서울대학교자연과학
대학지구환경과학부)

BO-21 분자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낙동강 수계 정점의 플랑크톤
종 다양성 분석
이지은1, 이상래2, 옥정현2, 이진애3, 정익교1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해양시스템과학과, 2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 3인제대학교환경공학부)

BO-22 서해 및 제주연안에서 분리한 은편모류 종주의 최적 성장조
건 1. 수온, 염분, 광도, 양염 농도에 따른 성장반응
하나, 김형섭1, 이원호
(군산대학교해양학과, 1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BO-23 식물환경복원을 위한 대표 가시광선 파장별 저서미세조류의
양염 흡수능 비교

권형규, 양한섭, 오석진(부경대학교해양학과)

BO-24 Impacts of enhance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and
high temperature on photosynthesis, calcification and
growth of Coralline alga Corallina officinalis
N. Sao Mai Lam, Ju-Hyoung Kim and Kwang Young

K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Oceanography)

BO-25 Feeding by mixotrophic dinoflagellate Woloszynskia cincta
on various preys from western Korean waters: Feeding
mechanism, prey species, and effect of prey concentration
강남선1, 정해진1, 유 두1, 윤은 1, 이경하1, 이기택2, 김광훈3(1서
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3공주대
학교생명과학과)

조력발전
3일(금) 컨벤션홀 204호,14:15-15:15)

좌장 : 최중기(인하대학교) 

SE-01 인천만 조력발전시 예상되는 저서미세조류 변화 및 부유
생태계 문제
최중기, 유만호(인하대학교))

SE-02 인천만 조력발전 주변해역의 유 생물의 종조성 및 변화
황선도(수산자원사업단서해지사자원조성팀)

SE-03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 향 평가의 과제: 해양생태학
적 관점을 중심으로
홍재상(인하대학교)

SE-04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퇴적환경 문제
전승수(전남대학교)

한국의 고해양학 연구 현황
3일(금) 컨벤션홀 206호,14:15-18:00)

좌장 : 이 주(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상민(한국해양연구원) 
형기성(한국해양연구원)  

SF-01 서북극해 지구온난화 이해를 위한 고해양환경변화 복원연구
남승일(극지연구소)

SF-02 북서태평양 고해양학 연구의 국내 현황
김부근(부산대학교해양시스템과학과)

SF-03 동해의 고해양 특성 연구
현상민(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관측기술연구부)

SF-04 IODP APL proposal 777: Quaternary evolution of the
western boundary current in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and its linkage to equatorial Pacific temperature
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해양환경생명과학부)

SF-05 태평양-인도양 적도해역에서의 고기후 연구
형기성, 유찬민, 김형직, 서인아
(한국해양연구원심해해저자원연구부)

SF-06 남극 고해양학 연구 현황
유규철(극지연구소, 테크노파크)

SF-07 미지의 해양에 대한 새로운 도전: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이 주, 장세원, 김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F-08 동해 해수에서 알케논의 수층 및 계절별 변화
이성혜, 이경은(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SF

SE

BO-IV

PO-IV

구두발표 : 6월 3일(금)



SF-09 지난 130,000년 동안 동해에서의 표층수온과 표층 해수 순환
및 아극전선대의 시간적 · 공간적 변화 : 프록시 자료와 수
치모형실험자료의 비교
최지 1,2, 이경은1, 이호진1(1한국해양대학교해양생명환경학과, 2한
국지질자원연구원석유해저연구본부가스하이드레이트실)

SF-10 동해 남동부 대마난류 해역에서 마지막 빙하기-후빙기의 규
조 산출과 고해양학적 의미
허진비1, C. SHIMADA2, M. UCHIDA3, K. IKEHARA4, R. TADA5, 김부
근1(1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Akita University, 3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4Geological Survey of Japan,
5University of Tokyo)

SF-11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as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in Korean coastal areas
Hyeon Ho Shin, Young-Ok Kim Kazumi Matsuoka and Dhongil

Lim(Strategic Planning Unit for Library of Marine Samples,

KORDI)

SF-12 서북극해 척치고원(Chukchi Plateau)에서 채취된 코아 PC01
의 층서 및 고환경 복원
박광규1, K. Ohkushi2, 김부근1(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Kobe University)

SF-13 플라이스토세-플라이오세(1.3-2.4 Ma)동안 베링해의 고생산성
변화: IODP Expedition 323 Site U1343
김성한, 김부근(부산대학교해양시스템과학과)

SF-14 Marine Isotope Stage (MIS) 16 이후 서태평양 난수대 주변
의 해양환경 변화
서인아, 형기성, 유찬민, 김형직
(한국해양연구원심해해저자원연구부)

SF-15 Holocene centuries scale climate changes in the Indian
Sector of the Antarctic Ocean
Kota Katsuki1, Minoru Ikehara2, Yusuke Yokoyama3, Masako

Yamane3, Yoshifumi Nogi4, 김부근5(1KIGAM, 2Kochi University,
3University of Tokyo, 4NIPR, 5부산대학교)

접수된 모든 포스터는 부산벡스코 2층 전시장에서 한 번에 전시
되오니 포스터 발표를 신청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F-16 Shift in biotic response of benthic foraminifera at MIS 5 in
the abyssal depth of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H. Takata1, B.K. Khim1, C.M. Yoo2, and S.B. Chi2

(1Pusan National University, 2Korea Ocean and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SF-17 북극해 심해퇴적층에서 관찰되는 자생 탄산염광물의 조직적
특징
우경식1, 지효선2, 남승일2, 허남국1, 김진경3, 손 주2

(1강원대학교지질학과, 2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 3한국해양연
구원동북아·EEZ자원연구단)

SF-18 마이크로네시아 자이언트 클램(Giant clam)을 이용한 기후

변화 연구: 예비 결과 보고

황태현1, 우경식1, 박재석2, 박흥식3(1강원대학교지질학과, 2한국학

술잠수연구소, 3한국해양연구원)

PICES
3일(금) 컨벤션홀 207호,14:15-18:00)

좌장 : 박철(충남대학교)

저서생물 군집
3일(금) 컨벤션홀 202호,16:00-17:30)

좌장 : 김동성(한국해양연구원)

BO-26 2006년 동계와 하계, 전라남도 광양만에 서식하는 중형저서
동물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김기춘, 김형근, 이원철(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O-27 서해 경기만 연체동물 군집의 생태학적연구
황재연1, 이창근1, 정윤희1, 유재원1, 홍재상2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1, 인하대학교해양학과2)

BO-28 외해에 면한 서해안 갯벌 저서동물군집의 생태학적 연구
최성용1, 정회인1, 박미라1, 황재연1, 안동식1, 김창수1, 유재원1, 홍
재상2(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1, 인하대학교해양학과2)

BO-29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 소만의 중형저서동물 군집구조
홍정호, 이원철(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O-30 갯벌 복원 계획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저서동물 군집의 생체량
예측 모형
유재원1, 이창근1, 김창수1, 정수 1, 정회인1, 정윤희1, 박미라1, 

이현정1, 황재연1, 홍재상2(1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인하대학교
해양학과)

BO-31 환경요인 기반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한 갯벌 저서동물
분포 예측
류종성1, 김해철2, 김종성3, 김용훈4, 고철환5(1한국해양연구원정책
본부 전략개발실, 2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htal

Prediction , 3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환경생태공학부 , 4Applied

Science Associates, 5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접수된 모든 포스터는 부산벡스코 2층 전시장에서 한 번에 전시
되오니 포스터 발표를 신청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리

PP-01 동해 남서 해역의 2011년 2월 해황 정보

최용규, 권기 , 박종화, 정희동, 김상우, 심정민, 최문 , 김상유

(국립수산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PP-02 동해 남서 해역 저수온과 어황 정보

최용규, 윤상철, 박종화, 최 민, 박정호, 최문 , 김상유(국립수산

과학원동해수산연구소)

PP-03 Response of the southern East China Sea shelf water to

outflow through the Taiwan Strait induced by wind

Jae-Hong Moon1*, Naoki Hirose1, Ig-Chan Pang2, Joon Ho

Lee2(1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Kyushu

University, Kasuga-Koen, Kasuga 816-8580, Japan,
2Department of oceanography,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PP-04 지방청 관할해역별 국지연안 폭풍해일예측시스템 개발
1이우정, 2유승협, 1강기룡, 1류상범(1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

템연구과, 2기상청해양기상과)

PP-05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의 해양분야 활용

임병환,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PP-06 황동중국해 실시간 해양 예보 모델 구축 및 운용

정 주, 황초롱, 최병주, 이상호

(군산대학교해양학과, BK21 새만금해양환경연구팀)

PO-I

포스터발표 : 2층 전시장 (6월 2일~3일 )

BO-V

SG

SF포스터 발표 : 2층 전시장 (6월 3일)



PP-07 동해 연안의 Long-Range (5 MHz) 고주파 레이더 (HF-Radar)

운용과 정확도 분석

손 태1, 장경일1, 김구2, 이재철3, 김대현4, 문홍배4

(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포항공대해양대학원,
3부경대학교해양학과, 4㈜오션테크)

PP-08 Internal Waves Observed near the Tidal Front in the

eastern Yellow Sea

Sang-Ho Lee*, Chan-Young Kang and Byoung-Ju Choi

(Department of Oceanography, National Kunsan University)

PP-09 남해 광양만 권역의 조석 수치모델링 실험

김백진, 노 재, 정광 (충남대학교해양학과)

PP-10 해양자료동화를 통한 초기장 개선이 적도 태평양 및 ENSO에

대한 PNU CGCM의 앙상블 예측성에 미치는 향 분석

안중배1, 이수봉1, 류상범2

(1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

템연구과)

PP-11 Improvement of Surge Prediction and Hindcast in
Operating System
Jong Chan Lee, Jae Il Kwon, Jung Woon Choi, Ki Cheon Jun and

Sang Ik Kim(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12 경기만 한강하구 창낙조 특성 분석
윤병일, 우승범, 김민하(인하대학교)

PP-13 경기만 한강하구 수로별 조석전파 특성 분석
윤병일, 우승범, 김민하(인하대학교)

PP-14 동해 재분석자료에서 Argo float 관측 자료의 기여도 분석
조 순1, 장필훈1, 김 호2, 강기룡1, 류상범1

(1국립기상연구소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한국해양연구원기후·
연안재해연구부)

PP-15 경기만 염하수로에서의 단면 net mass flux 산정
이동환, 우승범, 김종욱, 구본호(인하대학교해양학과)

PP-16 경기만 염하수로 종대교 남단에서 홍수시, 갈수시의 단면
mass flux 특성 분석
이동환, 우승범, 송진일, 김민하(인하대학교해양학과)

PP-17 FVCOM을 이용한 이어도 주변해역의 조석특성연구
엄현민, 김민하, 구본호,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학과)

PP-18 FVCOM을 활용한 경기만 조석예보 시스템 개발
구본호, 김민하, 우승범(인하대학교해양학과)

PP-19 PNU CGCM을 이용한 엘니뇨 모도키의 계절 예측성
안중배1, 김초롱2

(부산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학부1, APEC 기후센터2)

PP-20 Limitation of SAR-derived Sea Surface Wind Vectors
김태성1, 박경애2(1서울대학교과학교육과, 2서울대학교지구과학교
육과 /해양연구소)

PP-21 Sea level rises in the Northwest Pacific and Seas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IPCC AR4 model results
오상명1, 문일주1, 권석재2, 이은일2

(1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 협동과정,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
사연구실)

PP-22 해양-해빙 접합 모델을 이용한 북극해 해빙 모사

권미옥1, 장찬주2, 이호진1

(1한국해양대학교, 2한국해양연구원)

PP-23 울릉분지 중앙에서 관측된 클로로필농도의 시간변화와 수직

구조

박희망1, 장경일1, 손 태1, 강동진2, 노태근3, 윤석4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한국해양연구원 기기검교정 분석센

터, 부산대학교해양시스템과학부, 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PP-24 Interactions of Typhoon with the Changjiang River Plume

김성훈1,문일주1, 권석재2

(1제주대학교 해양기상학 협동과정,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

사연구실)

PP-25 seasonal prediction of the summertime tropical cyclone

frequency entering typhoon emergency region using

multivariate least absolute deviation regression method

김광석, 문일주(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PP-26 Importance of air-sea interaction in simulating offshore wind

for production of wind resource map

고철민1, 문일주1, 최 진2

(1제주대학교해양과학대학, 2기상연구소응용기상과)

PP-27 2011년 이상한파에 따른 양식생물 대량폐사 원인 및 해역별

수온변동 상이성 고찰

한인성, 서 상, 황재동, 임월애, 윤석현, 이준수, 정창수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PP-28 Circumpolar Deep Water intrus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mundsen Sea

H.K. Ha, T.S. Rhee, D. Hahm, H.C. Shin, S.H. Le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PP-29 허리케인에 대한 체사픽 만의 반응 연구

조경호(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30 추계 계절풍 변화에 의한 한국 남해안의 열염전선 변화분석을

위한 수치실험

김종규, 이상호, 최병주, 정희석

(군산대학교해양학과, BK21 새만금해양환경연구팀)

PP-31 2010년 태풍 특성

임명순1, 문일주1, 최기선2

(1제주대학교해양기상학협동과정, 2국가태풍센터)

PP-3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자료 배포 시스템 활용 방법 및 모바일

웹기술을 적용한 위성 상검색/표출

한태현, 한희정, 배상수, 김호석, 유주형, 양찬수,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PP-33 여수해만에서 HF Radar로 관측한 표층 해류의 정확도

김대현1임채호2, 유학렬2, 문홍배1(1오션테크㈜, 2국립해양조사원)

PP-34 2009년 통 해역 열수지

양준용1, 최예락1, 이 식1, 서 상2

(1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수산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

합정보과)

PP-35 표층뜰개ㆍ인공위성 해수면 고도편차 자료로 구한 동해 표층

지형류 변동성 분석

변도성1, 최병주2, 정희석2

(1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2군산대학교해양학과)

PP-36 인천항 협수로에서 S2와 K1 조류분조 조화상수의 월변동성

완화

변도성1, 조창우2, 이은일1, 임세한3

(1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2지오시스템리서치연안해

양공학부, 3해군사관학교해양학과)



PP-37 Seasonal vari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simulated from a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박태욱, 장찬주(한국해양연구원)

PP-38 정지궤도 해색위성(GOCI)의 대기보정 알고리즘 연구
안재현1, 유주형1, 박 제1, 오임상2

(1한국해양연구원, 2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PP-39 해양 연직 혼합 모수화에 따른 해양-태풍 접합 모델의 민감도
분석
서옥희, 강현우(한국해양연구원기후·연안재해연구부)

PP-40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의 효과적인 탁도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상호 비교 연구
민지은, 유주형, 안유환(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PP-41 한국형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이준1, 임채호2, 유학렬2, 강태순1, 남수용1

(1㈜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생물

BP-01 Distributional pattern of Acartia populations and
environmental variability at domestic ports of Korea
강정훈(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02 부산항 정 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 동물플랑크톤 현황
강정훈(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03 바지락치패 발생장 조성을 위한 모래살포 전·후 저서동물
군집의 구조변화
윤상필, 송재희, 박광재, 정상옥, 최윤석, 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소)

BP-04 Cyclopoid copepod, Paracyclopina nana의 성장에 관한
조도의 효과 : 실험실 배양
이균우, 강정훈(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05 남극 Amundsen 해역의 AOPs(Apparent Optical Properties)
연구
한정민, 이승겸, 김현철(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극지기후

연구부)

BP-06 해색원격탐사를 활용한 서남극 아문젠 해역의 해수 고유
광 특성 연구
이승겸, 한정민, 김현철(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극지기후
연구부)

BP-07 낙동강 하구 조하대 저서동물 군집분포에따른 생태계 평가
적용 및 주요종의 역할
윤건탁, 박흥식, 장만(한국해양연구원)

BP-08 Redescription of Two Marine Planktonic Tintinnids,
Eutintinnus apertus (Kofoid ＆ Campbell, 1929) Kofoid ＆
Campbell, 1939 and Favella campanula (Schmidt, 1901)
Jörgen, 1934
Dapeng Xu1,2, Young-Ok Kim2 and Weibo Song1

(1Lab of protozoology, Institute of Evolution ＆ Marine

Biodiversity,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2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ea)

BP-09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tion and timing of cell
division of dinoflagellate Ceratium furca
백승호, 신현호, 최현우, 황옥명, 신경순, 김 옥(한국해양연구원)

BP-10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소만 표층 식물플랑크톤의 연간 변동
전미사1, 주형민1, 최한구1, 안인 1, 강성호2

(극지연구소 1극지생명과학연구부, 2극기기후연구부)

BP-11 Isolation of eight new compounds showing significant

antifungal acivity from the marine sponge Plakortis simplex

오정순1, 이아람1, 차오양1, 심정자2, 노정래1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2한남대학교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

BP-12 Isolation of two new compounds from the marine sponge

Ceratopsion clavata

이경1, 황병수1, 심정자2, 노정래1

(1군산대학교해양학과, 2한남대학교해양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

BP-13 연안역에서 중형저서동물과 대형저서동물의 시공간 분포와

군집분포의 상관성 분석

유옥환(한국해양연구원해양생물자원연구부)

BP-14 확률모델을 이용한 갯벌 내 갯지 이류 서식지 분포도 작성

연구

최종국1, 유주형1, 구본주1, 이사로2(1한국해양연구원해양위성센터,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정보연구센터)

BP-15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Genus Skeletonema at Pusan

port in Korea

권오윤1,2, 강정훈2

(1상명대학교생물학과, 2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BP-16 New Record of Two Apokeronopsis Species (Ciliophora:

Urostylida) from Korea

정재호, 백예슬,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BP-17 Morphology of two marine ciliates, Pseudokeronopsis carnea

(Cohn, 1866) and Uroleptopsis citrina (Kahl, 1932) from Korea

(Ciliophora: Hypotricha)

백예슬, 정재호,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BP-18 북극해의 월별 광도에 따른 해빙미세조류의 bloom pattern

연구

김도형, 김미선(부산대학교해양학과)

BP-19 New Record of Anteholosticha pulchra (Ciliophora:

Hypotrichia) from Korea

박경민, 정재호, 민기식(인하대학교생명과학과)

BP-20 Prokaryotic Microbial Diversity of Sea-Water Column From

The Northwind Ridge in Arctic Ocean

한덕기1, 김옥선1, 남성진1, 김혜민1, 이방용2, 천종식3, 이유경1

(1극지연구소극지생명과학연구부, 2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 
3서울대생명과학부)

BP-21 저서미세조류의 성장에 대한 수온과 염분의 향

권형규, 오석진, 양한섭(부경대학교해양학과)

BP-22 2010년 천수만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분포

이승민, 허승, 권정노, 박종수, 손재경

(국립수산과학원서해수산연구소자원환경과)

BP-23 Genetic analysis of fertilization and developmental rates

reduction by triclosan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24 Development of DNA chip for jellifish verification from

South Korea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25 월성원전 주변해역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장기적인분포 특성

(1987-2010)

강연식, 임주환, 전인성(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BO-I



BP-26 진해만에서의 Alexandrium spp.의 분포와 해양환경변동

임월애1, 김숙양1, 배미경1, 박소연1, 천윤혜2, 정익교2

(1국립수산과학원, 2부산대학교해양과학과)

BP-27 미세조류 DNA 정보 발굴 및 바코딩

기장서(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BP-28 Interactive effects of elevated CO2 and temperature on

photosynthesis of Ulva pertusa

강은주, 김주형, 김광용(전남대학교해양학과)

BP-29 2010년 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플랑크톤 출현양상 및 분포

특성

정승원1, 신현호1, 임동일1, 이진환2

(1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2상명대학교융복합특성

화대학그린생명과학과)

BP-30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대한 빈산소 수괴의 향

장민철, 신현호, 김 옥, 신경순(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

BP-31 낙동강-하구-연안에 이르는 해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시공간적 변화

정미희, 윤석현, 박철우, 김민정, 김주희, 이원철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BP-32 Population development of euphausiid Euphausia pacifica

in the East Sea of Korea

Min Jung Kim, Seok hyun Youn

(Fishery and Ocean Information Division, NFRDI)

BP-33 남해연안 동물플랑크톤 군집분포

오광석, 윤석현, 김동욱(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종합정보과)

BP-34 금강 하구 기수역과 담수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군집특성

김지선1, 신윤근1, 홍성하1, 김 길2

(1상지대학교환경공학과, 2㈜그린환경연구소)

BP-35 Brine effects on marine organisms by seawater

desalination

윤성진1, 박경수1, 윤석민2, 박광석2, 문정기2

(1안양대학교해양생명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그린환경연구

본부)

BP-36 미역(Undaria pinnatifida)의 초기생활사를 이용한 고염수 노출

평가에 관한 연구

김광섭1, 박경수1, 윤성진1, 윤석민2, 박광석2, 문정기2

(1안양대학교해양생명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그린환경연구

본부)

BP-37 갯벌소형인공생태계 (benthic chamber)를 이용한 생태계

수준의 독성평가에 관한 연구

이무준, 박경수, 윤성진, 김광섭(안양대학교해양생명공학과)

BP-38 여수 가막만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변동 특성

이희갑1, 강태욱1, 오제혁1, 민원기2, 노현수2, 김동성1

(1한국해양연구원, 2한국해양연구원동해연구소)

BP-39 Comparisons of nuclear, mitochondria, chloroplast genes

within the Aleolates with emphasis on the dinoflagellates

천주용, 기장서(상명대학교그린생명과학과)

BP-40 Morphological descriptions of six aloricate oligotrich

ciliates (Ciliophora: Spirotricha: Oligotrichia) from Southern

coast of Korea

이은선1,2, Xu dapeng1, 신만균2, 김 옥1

(한국해양연구원남해특성연구부1, 울산대학교생명과학부2)

BP-41 A survey on marine diatom fogedia (bacillariophycea) with

desciptions of six new species from the korean sand flat

Jinsoon Park1, Jongseong Khim1*, Chul-Hwan Koh2, Taisuke

Othsuka3, Andrzej Witkowski4

(1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Republic of Korea, 2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Ocean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South Korea, 3Biwa Lake Museum,

Oroshimo 1091, Kusatsu, Shiga 525-0001, Japan, 4Institute of

Marine Sciences, University of Szczecin, Mickiewicza 18, PL-70-

383 Szczecin, Poland)

BP-42 동해 남부 해역 미역바늘구멍증 발생원인종 추적을 위한

기초연구

신상희1, 김미향2, 손민호1, 노화섭3

(1해양생태기술연구소, 2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3 남씨

그랜트사업단)

BP-43 황해저층냉수대의 유종섬모류 분포특성

김은송1,3, 이은선1, 강정훈1, 김웅서2, 서호 3, 김 옥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1, 한국해양연구원 여수엑스포지

원단2, 전남대학교환경해양학전공3)

BP-44 A new species of the genus Paraleptastacus (Copepoda:

Harpacticoida: Leptastacidae) from the intertidal zone of

Naksan beach, Korea.

박은경, 이원철(한양대생명과학과)

BP-45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사육환경 개선에 관한연구

한동원, 한경남, 문동철, 이남현, 류경무

(인하대학교해양과학과)

BP-46 북태평양 및 서북극해 에서 하절기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분포 및 종조성에 관한 연구

주형민1,2, 정경호2, 윤미선2, 김보경2, 이상헌3, 이진환1

(1상명대학교생물학과, 2극지연구소, 3부산대학교해양과학과)

BP-47 Two new species of Hatschekia (Siphonostomatoida,

Hatschekiidae) parasitic on fishes from New Caledonia

이소 1, Geoffrey Boxshall2, 이원철1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 국자연사박물관)

BP-48 Two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nematodes from
the South Sea of Korea
Chaeyoung park1, Natalie Barnes2, Wonchoel Lee1

(1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1, 2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2)

BP-49 Two new species of monstrilloid copepods from Korean
waters
전동구1, 임동현2, 이원철1

(1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2수산자원사업단서해지사

BP-50 국내 연안의 Pseudo-nitzschia 속의 분리와 분포
김진호, 조수연, 한명수(한양대학교생명과학과)

BP-51 The photosynthetic functionality of kleptoplasts in the
sacoglossans mollusks Elysia atroviridis and Elysia
nigrocapitata
Ju-Hyoung Kim1, Kwang Young Kim1, Gwang Hoon Kim2, Jong Won

Han2, Tatyana A. Klochkova2

(1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Department of Bi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BP-52 연산호 군락지 주변해역의 환경 특성 및 장기동향 분석
박도진,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BP-53 Assessing Primary Production in Mokpo Bay using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
Brisneve Edullantes, Yongsik Sin1 and Kyunghoon Shin2

(1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rine

Sciences, Hanyang University)

BP-54 목포연안해역의 담수유입에 따른 해수 환경인자의 장기변동
특성 및 향
김대호, 신용식(목포해양대학교해양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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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는 발생하는 내부   성 (NIW)는 흔히 표층에서 폭풍이나 태풍 등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하여 수직 수평 으로 된다. 층으로 되는 NIW는 바람의 강

도, 혼합층 두께, buoyancy frequency 등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다. 시계방향으로 순환

하는 소용돌이 내부의 성 (NIW)는 그 에 지가 소용돌이 심으로 집 되면서 수직

으로 깊게 되며, 주변 해류에 의해서는 수평 으로 이류  확산된다. 이 의 성

 측결과들은 부분 륙 주변부  고 도에서 측된 것이며, 북서태평양 도 

심해역에서 NIW를 측된 결과는 없다. 본 논문은 북서태평양의 도 열 해역에서 

태풍에 의해 발생한 성 의 발생과 특성을 75kHz ADCP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측된 결과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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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김  응, 동철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1.  서론

연안역과 달리 양에는 near inertial wave (NIW) 주기의 해수 유동이 항시 존재하

며, 양에서 발생하는 NIW는 표층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하여 수직 수평 으로 

되어진다. 이때, 향력의 향을 받는 NIW는 수평 이고, buoyancy frequency 의 

향을 받는 NIW의 움직임은 수직 이다(Garrett, 2001). 특정 도에서 발생한 NIW는 β-

효과에 의해 수평 으로 북쪽으로 ‘turning latitude' 까지 된 후, 도 쪽으로 되

고(Anderson and Gill, 1979; Alford, 2003), 층으로 되는 NIW는 바람의 강도, 혼합

층 두께, buoyancy frequency 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Park, et al., 2009; Byun et al., 

2010). 시계방향의 움직임을 갖는 eddy 내의 NIW는 에 지가 eddy의 심으로 trapping 

되면서 수직 으로 깊게 가 되고(Lee and Niiler, 1998), 주변 해류에 의해 NIW는 수

평 으로 확산된다(Zhai et al., 2004; Park et al., 2010).

이 의 측 결과들은 부분 륙 주변부  고 도에서 NIW를 측한 것(Alford 

and Whitmont, 2007)으로 북서태평양의 도 양에서 NIW를 측한 결과는 거의 없

다. 본 논문은 북서태평양의 도 열 해역에서 long-ranger 75 kHz ADCP를 가지고 

태풍에 의해 발생한 NIW를 처음으로 측한 결과로, 도 북서태평양 해역의 NIW 수

직 수평  특성에 하여 논의 하 다.

2 .  자료  방 법

Subsurface mooring system을 북서태평양 열  해역의 정  M1 (15.806°N, 

134.633°E)과 정  M2 (13.563°N, 136.071°E)에 각각 2007년 10월과 2008년 6월부터 설치

하여 1년 간격으로 계류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하고 있다(Fig.1).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는 한 개의 계류 정 을 유지하 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에는 두 개의 계류 정 을 운 하 다. 이때 정  M1은 15.806°N, 134.633°E에서 

17.199°N, 134.597°E의 북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의 계류 은 기본 으로 동일한 계류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심 500m에 long-ranger 75 kHz ADCP (LR-ADCP)의 헤드

부가 상층을 향하도록 설치하 고, 수심 1000m, 2000,m 3000m에는 각각 3개의 

RCM-type current meter를 설치하여 심층 해류를 단층 측하 다. 수심 500m의 

LR-ADCP의 bin-depth는 16m 간격이며, 측 주기는 1 시간 이고, 측 유속은 1 시간 

동안 10 개의 ping을 앙상블 평균한 것이다. 특히, LR-ADCP는 해류 변동에 의해 기기가 

표류하면서 계류 수심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다층 측된 유속을 시계열 분석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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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 범 내의 자료를 10m 간격의 표  수심으로 보간 하 다. 

측된 자료로부터 각 정 의 NIW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수심 보간된 자료를 각 

정 의 local inertial 주기(f)의 0.82f 에서 1.37f 사이로 band-pass 필터 하 다. 이때 정  

M1의 f는 43.9 시간이고, 정  M2의 f는 51시간이다.

Fig. 1  Mooring sites in the tropical northwestern Pacific Ocean 

and the typhoon-tracks occurred in May 2008 and October 2009. 

Color circles show the central positions of typhoons every 6 hours 

from the track data in Joint Typhoon Warning Center and color 

represents typhoon category. Squares denote the mooring sites.

3 .  결 과

계 류  정 의 태풍  통과 이 벤트

측기간 동안 계류 해역의 NIW의 큰 변동이 발생한 시기는 각각 2008년 5월과 2009

년 10월이다. 2008년 5월은 태풍 Rammason이 발생하 으며, 2009년 10월은 Melor, 

Lupit, Mirinae 태풍이 각각 발생하여 도 북서태평양의 NIW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

다(Fig.1). 

태풍 Rammason은 2008년 5월 6일에 7.2°N 134.2°E에서 발생하여 2008년 5월 13일 



33.4°N 146.8°E에서 소멸하 고, 2008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typhoon category 

3 and 4 로 발달하여 경도 약 132°E를 따라 북상하면서 계루 정  M1에 가장 근 하

다. 200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들은  Melor이 10월 5일, 태풍 Lupit는 2009년 10월 17일, 

태풍 Mirinae는 2009년 10월 28일에 각각 계류 정 이 치한 해역으로 가장 근 하여 

통과하 다(http://www.usno.navy.mil/JTWC/). 

2 0 0 8 년  5 월  정  M 1에서 측한  N I W

2008년 5월의 정  M1 ( 도 13.563°N)에서 측한 해류로부터 band-pass 필터링한 

동서성분의 해류는 태풍 Rammason의 향을 받은 직후인 5월 10일-30일 사이에 수심 

50-500m 사이에서 NIW의 에 지가 층으로 (상층으로 phase )되는 모습을 보

인다. 이 시기의 NIW는 4 개의 수층으로 나 어져 (dispersion)하며, 수평 으로 

되는 심축은 정성 으로 각각 buoyancy frequencies의 변곡 이 나타나는 50m, 

130m, 230, 320m 에 있다. 태풍 기에는 50m층 에서 NIW의 수평 가  나타나고, 시

간이 지나면서 차 심층으로 NIW의 가 이루어진다. 평균 230m 층으로 되는 

NIW는 5월 31일까지 가장 오래 동안 지속되고, 이러한 NIW의  구조는 해류의 남북

성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 0 0 9 년  10 월  정  M 1과 M 2 에서 측한  N I W

2009년 10월에 총 3 개의 태풍에 의해 발생한 NIW가 각각 정  M1 ( 도 17.199°N)

과 M2 ( 도 13.563°N)에서 측되었다. 정  M1은 10월 5일, 16일, 그리고 26일에 각각 

태풍 기인 NIW가 기 측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 수직 으로 되고 있

다. 태풍 Melor에 기인한 NIW는 수심 100m 이심에서 약 10일간 지속되었고, Lupit-NIW

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리고 Mirinae-NIW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각각 약 15일간 지속되었다. 층의 수심 450 층에서는 Melor-NIW는 약 5일, 

Lupit-NIW는 약 15일간 지속된 것이 특징이다. Mirinae-NIW는 수심 400m 이상의 층

으로는 되지는 않았다. 수심 300m을 심으로 Lupit에 의해 발생한 NIW는 시간에 

따라 차 층으로 된 후, 상층으로 상승을 하면서 Mirinae에 의해 발생한 NIW의 

향을 받으면서 다시 층으로 되는 구조를 보인다.

정  M2는 10월 에 Melor-NIW는 수심 150m 이하의 표층역에서 약하게 제한 으로 

나타나나, 10월 순이후에 Lupit와 Mirinae에 의한 NIW는 강도가 강하고 약 수심 350m 

까지 나타난다. 그러나, 정  M1과 비교하여 정  M2는 NIW가 수심 350m 이상으로 

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Fig. 2 NIW on zonal speed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 Rammason at the mooring site 

M1 in May 2008..

4 .  결 론  토의

2008년 5월에 Rammason 태풍에 의해 발생한 NIW의 운동에 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 심층으로 되는 구조를 보이고, 이것의 속도도 수심의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갖는다. 한, NIW의 주기도 차 짧아지는 것이 뚜렷하다. 2009년 10월에는 두 계류 

사이트를 운 하여 NIW를 측하 으며, 이때의 NIW 수직  는 정  M1에서 2008년 

5월과 비슷한 수심 450m 까지 측이 되었으나, 이보다 도에 치한 정  M2에서는 

NIW의 수직  수심이 약 350m로 제한되어 나타나 도별 NIW의 에 차이를 보 다. 

NIW의 도별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기 하여,  향후, 측된 자료의 보다 자세한 분

석이 요구되어 진다.

Fig. 3 NIW on zonal speed during the passage of typhoons at the mooring site 

M1 (upper) and M2 (lower) in Octo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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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 from a suite of NOAA/GFDL coupled 

climate models 

 

박영규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s, a subsurface salinity minimum layer found in the subtropical 

North Pacific, from a suite of NOAA/GFDL coupled climate models, CM2.1, CM2M and CM2G, are 

compared. CM2.1 is one of the coupled models for IPCC AR4, and CM2M is an improved version 

of CM2.1. CM2G and CM2M, share the same components except the oceans, which are an 

isopycnal model GOLD in CM2G, and MOM4 in CM2M. All models produce salinity minimum 

layers and able to reproduce the North Pacific Intermediate Waters. Their properties, however, are 

rather different. The density and salinity of the intermediate water from CM2G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observed ones, but those from CM2M and CM2.1 are saltier and heavier. The 

distributions of an age tracer show that in CM2M and CM2.1 the low salinity water originates 

from western part of the Kamchatka Sea and flows anticyclonically along the boundary of the 

Kamchatka Peninsula. The water, however, is located too deep and cannot flow into the Okhotsk 

Sea. Instead it flows southward along the eastern edge of the Kuril Islands to join the Kuroshio 

Oyashio extension. The water then penetrates below the subtropical model water while moving 

eastward. In CM2G, the salinity minimum layer starts from the Okhotsk Sea to flow southward 

along the east coast of Sakhalin. The water is located at a shallow level so it could flow southward 

through the Kuril Islands until encountering the Kuroshio Oyashio extension. While flowing 

eastward along the extension the water is mixed with the Kuroshio waters and becomes saltier 

just before penetrating below the subtropical mod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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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El Niño response to an increase of warm pool 

sea surface temperature

               
1
예상욱, 

2
이윤경

1
한양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Warm-pool 지역의 표층온도는 radiative-convective equilibrium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

양의 어느 지역보다 기  온실기체 증가에 따른 복사 에 지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한

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들 역시 warm-pool 지역 표층온도의 변동성과  지구 평균온도의 변동

성은 매우 한 상 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 하 다. 열  태평양 지역 warm-pool 표층온도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의 동서방향의 표층온도 경도 차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 한 수직방향의 해수

온도 경도 차이를 유도할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물리  과정을 통해 warm-pool 지역 표층온도 

변화는 열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해양- 기 상호작용 상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warm-pool 지역 표층온도의 변화가 어떤 물리  과정을 통해 열  태평양 

지역 해양- 기 상호작용 상 특히 엘니뇨 변동성에 향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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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의한 북서태평양에서의 상세 해수면상승 예측 I
- 해수팽창을 고려한 지역해양순환모형의 규모 축소 모의 실험 -

              
우승범

*

, 김동훈
**

, 구본호
*

, 김민하
*

, 임채욱
*

*

인하대학교, 
**

기상청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 평균 해수면은 21세기 말까지 19~59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IPCC AR4). 이에 대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수면 변화를 지역적으로 상세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지만, 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해일과 태풍 등의 모의가 가능한 고해상도 

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전지구 대순환모형들은 장기모의를 위

하여 격자 간격이 약 150~300㎞ 정도로 성긴 격자체계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 장기모의가 

가능한 고해상도 전지구 대순환모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좀 더 현실적인 예측을 위하여 역학

적 또는 통계적 규모축소법의 이용이 필요하다. 역학적 규모축소법을 이용한 최근의 몇 몇 지역

기후모형들은 그 해상도가 약 25~50㎞ 정도이며 관련 연구들은 현재(Debernard et. al., 

2003)와 과거(e.g., Flather et. al., 1998), 미래 예측(e.g., Lowe et. al., 2001; Debernard 

et. al., 2003) 등이 있다. 국내에는 Kim(1999)과 Choi et. al.(2002)이 변환격자를 사용하여 

CO2의 2배증과 4배증의 경우에 대하여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의 고해상도 모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학적 규모축소법을 이용한 지역 상세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서

태평양 주변해역에 대하여 지구온난화에 의한 상세 해수면 상승 예측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수면 변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변화를 고려할 수 있

는 non-Boussinesq 유체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GFDL에서 개발한 전지구 해양대순환 모

형인 MOM v4.1을 지역해양순환모형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지역해양순환모형의 경계치 자

료로는 IPCC에서 제공하는 CM2.1 모형의 SRES A1B와 B1 시나리오의 시계열 자료 중 2001

년부터 2100년까지 100년치를 사용하였다.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의 상세 해수면 온도는 2000년에 비하여 2100년에 A1B/B1 시나리오의 

경우 약 3℃/1.5℃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전지구 평균 상승치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쿠로시오의 이안 위치 변동으로 인한 온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태평양보다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좀 더 높은 온도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

히, 서해보다는 동해의 상승이 높은데 이것은 대한해협으로 흘러들어와 동해 중부에서 이안되는 

동한난류의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세 해수면 높이는 2000년에 비하여 2100년에 

A1B/B1 시나리오의 경우 약 30㎝/20㎝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쿠로시오의 이안 위치 

변동으로 이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변해역보다는 태평

양이 좀 더 높은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서해는 수심이 낮아서 해수면 상승이 

가장 작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경계치로 사용한 CM2.1의 전지구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해수면 온도변화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해수면 높이의 변화는 그 분포가 전지구 모형의 결과보다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앞으로, 좀 더 객관적인 예측을 위하여 여기에서 개발된 상세 지역해양순환모형을 

이용하여 IPCC에서 제공하는 여러 모형의 결과를 경계치로 사용한 앙상블 예측을 할 예정이다.
Choi, B.H., D.-H. Kim, and J.W. Kim, 2002: Regional responses of climate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to gradual 

global warming for a CO2 quadrupling, Journal of the Meteorological Society of Japan. 80, No. 6, p.1427-1442.

Debernard, J., M.Ø. Køltzow, J.E. Haugen, and L.P. Røed, 2003: Improvements in the sea-ice module of the regional 

coupled atmosphere-ice-ocean model and the strategy for the coupling of the three spheres. In: RegClim General 

Technical Report No. 7 [Iversen, T., and M. Lystad (eds)]. Norwegian Meteorological Institute, Oslo, p.59-69.

Flather, R.A., et al., 1998: Direct estimates of extreme storm surge elevations from a 40-year numerical model simulation 

and from observations. Global Atmos. Ocean System, 6, p.165-176.

Kim, D.-H., 1999: Sea Level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Doctor'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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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 Coriolis Force on the Formation of a Seasonal Thermocline  

 

Yign Noh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Yonsei University, Korea 

 

Large eddy simulation of seasonal thermocline formation in the upper ocean reveals that 

its dynamical process is rad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latitude, contrary to the 

classical theory based on the TKE balance under surface heating and wind stress. In the 

high-latitude ocean, a thermocline is formed at a certain depth, at which stratification 

increases and TKE decreases continuously with time. The downward transport of heat 

and momentum cannot occur across this depth. On the other hand, in the equatorial 

ocean, stratification and TKE approach equilibrium with time at every depth, and heat 

and momentum continue to propagate downward to the deeper ocean instead of forming 

a well-defined thermocline. Mechanism to clarify the latitudinal difference is suggested, 

and the depth of a seasonal thermocline is parameterized in terms of both the Monin-

Obukhov and Ekman length scales. The summer MLD in the N. Pacific from the SODA 

and ARGO data is also analyzed in comparison with LE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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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the Diurnal Warming of Sea Surface 

Temperature Using the Atmosphere-Ocean Mixed Layer 

Coupl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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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 surface temperature(S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atmosphere-ocean interaction 

and the climate system. The global information of SST can be obtained from satellite measurements. 

However, data are not available under the cloudy condition, and no information is provided for the diurnal 

variation of SST and subsurface temperature profiles. Meanwhile, the diurnal SST variation, heat content, 

and air-sea interaction are neglected in weather prediction, when the daily mean SST data from satellites 

are us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an ocean mixed layer (OML) model is coupled to a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model with an aim to predict the diurnal variation of SST and to improve the NWP 

model performance. The WRF model is used for the NWP model, and the Noh mixed layer model (Noh 

and Kim 1999 
1) for the OML model. The model domain covers East Asia (100-150E, 11-61N). The mixed 

layer model is modified so as to realize the strong near surface stratification under clear and calm 

weather by improving the surface boundary conditions of TKE flux and length scale and introducing a 

similarity profile relating the bulk and skin SST. The predicted diurnal variation and daily mean of SST 

are compared with the satellite data (MTSAT-1R), the regression model (Kawai & Kawamura 2005 
2), and 

buoy data,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catter plots, time series, an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in 

which a good agreement is found. In addition the diurnal variation of temperature profiles below the sea 

surface is investigated based on model output. 

[R eference] 

1. Noh, Y. and H. J. Kim, Simulations of temperature and turbulence structure of the oceanic boundary layer with the 

improved near-surface process, J. Geophys. Res., Vol.104, pp.15621–15634, 1999. 

2. Kawai, Y. and H. Kawamura,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of model-derived diurnal amplitude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J. Geophys. Res., Vol.110, C080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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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Warm Current and Onshore Intrusion of 

Kuroshio

               

승 호

    인하 학교 생명.해양과학부

 It is well known that the Tsushima Current is fed by the Taiwan Warm Current and 

Kuroshio intrusion. In summer, the Taiwan Warm Current becomes strongest and feeds 

most of the Tsushima Current. Whereas in winter, it nearly disappears and the Tsushima 

Current is fed mostly by Kuroshio intrusion. This problem, the so-called connectivity of 

through flow, is addressed theoretically by idealized formulation.  Initially, the Kuroshio in 

deep basin and the Taiwan Warm Current in shallow basin are assumed to flow along a 

barrier which separates them one from the other. When a part of the barrier is removed, 

the Kuroshio intrudes onto the shallow basin forced by pressure gradient and flows side 

by side with the Taiwan Warm Current. The intruding current conserves potential 

vorticity. The governing non-linear solution is solved and a steady state solution is 

obtained. It shows that the intrusion of Kuroshio is largely hindered by the Taiwan Warm 

Current. This result explains well the observed seasonal variation of the Tsushima 

Current volume transport. In conclusion, the onshore intrusion of Kuroshio is hindered by 

high pressure associated with the passage of Taiwan Warm Current in summer, which 

otherwise feeds the Tsushima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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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and Non-season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Heung-Jae Lie, Kyunghee Oh, Cheol-Ho Cho 

 

Ocean Environment and Prevention Department, KORDI 

 

Daily time series of satellite-derive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over 2003 -2010 were analyzed for 

understanding ocean climate of the seasonal and non-seasonal variations in the marginal seas around the Korea 

peninsular. The annual SST harmonics accounts for more than 90 % of the total variance and its amplitude with a 
range of 3 to 12 °C increases shoreward from the Kuroshio Current. On the other hand, the contribution of the non-

seasonal variation to the total variance is less than 6 % in the continental shelf north of the Kuroshio Current. 

Although its variance does not exceed 1.8 (oC)2, with an exception in the northwest of the East/Japan Sea, it 

increases landward from the Okinawa Trough. Detailed patterns of the seasonal and non-seasonal variations will b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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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Changjiang freshwater on sea surface warming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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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Freshwater flux can create a pronounced salinity-induced mixed layer (ML) above the top 

of the thermocline. The layer between the base of the ML and the top of the thermocline is 

called a barrier layer (Sprintall and Tomczak, 1992) because the barrier layer isolates surface 

water from cold subsurface water. The barrier layer (BL) helps maintain higher sea surface 

temperature (SST) by inhibiting heat exchange between the surface and the thermocline 

(Miller, 1976). The effect of Changjiang freshwater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YECS) have been investigated focusing on salinity response to Changjiang river discharge 

(CRD). Few studies, however, have investigated thermal response to CRD with respect to BL 

dynamics in the YECS.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CRD on SST in the context of BL 

processes using a global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OGCM).

 

Numerical Experiments

 A global OGCM, Max Planck Institute Ocean Model (MPI-OM) with regional focus on the 

YECS, is used. After spin up for 400 years using the OMIP forcing, additional 40-year 

integrations are carried out with 1960 atmospheric forcing from ERA-40 and the observed 

CRD in 1960. During this integration, surface salinity restoring is not applied over the 

northwest Pacific, while surface restoring is in the rest of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s 

with a relaxation timescale of 180 days and in the remaining global regions with a relaxation 

timescale of 30 days. A control experiment (EXP CTRL) is performed by taking year-to-year 

variations over 42 years into account for both surface forcing and CRD. In particular, another 

experiment called EXP SENS is designed by fixing atmospheric forcing to 1960. This 

experiment is performed to extract sole effects of CRD. 

 

Results

Effect of the CRD on SSS and SST

 Regressed field of sea surface salinity (SSS) and SST on CRD in August in EXP SENS 

(Fig. 1) demonstrates that thermal response to CRD occurs dominantly in accordance with the 

CRD-induced freshening. The regressed field was calculated over the region where correlation 

between CRD and SSS is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Figure 2 shows the time-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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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RD and area-averages of SSS, SST, BLT, and the stratification where the CRD and 

the SS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at 95% confidence level in August. The variables are 

normalized by subtracting the mean and then dividing it by the standard deviation. When the 

CRD has a maximum in 1998, the SSS reaches a minimum and the SST has a large positive 

anomaly. In contrast, in one of drought periods, 1971 to 1972, the SST reaches a minimum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SS. For 42 years, the CRD is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SS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cc) is -0.81. On the other hand, it i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SST (cc = 0.68). The SST is well correlated with the BLT (cc = 0.83) and stratification 

at the base of the ML (cc = 0.82). Thes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ummarized in Table 1. 

Cyclostationary EOF (CSEOF) analysis (Kim and North, 1997) for the SST reveals that the 

first CSEOF mode in August (Fig. 3) is similar to warming pattern shown in Fig. 1 and the 

PC time series of the first mode is also highly correlated with CRD (cc = 0.56), indicating 

tight relation between SST anomaly in the first CSEOF mode and CRD.

Mixed layer heat budget

  To understand relative importance of contributing components to mixed layer temperature, 

we examined mixed layer heat balance. The heat budget analysis shows high correlation of 

CRD with the warming tendency of entrainment (cc = 0.68) and vertical diffusion (cc = 0.72) 

in August. On the other h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RD and horizontal advection is 

insignificantly low (cc = 0.23). This supports our main argument that CRD-induced surface 

warming in August is attributable to reduction in both entrainment cooling and vertical 

mixing. 

Comparisons between flood and drought composites

 By applying the one standard deviation criterion to the year-to-year variation of the CRD, 

seven flood years (1962, 1973, 1983, 1995, 1996, 1998, 1999) and seven drought years 

(1960, 1963, 1972, 1978, 1979, 1988, 2001) are selected. Figure 4 shows the difference of 

SSS and SST composites (flood ensemble mean minus drought ensemble mean) from the two 

experiments, SENS and CTRL. This composites also shows distinct warming patterns over the 

pronounced freshening area, although EXP CTRL includes year-to-year variations of surface 

heating, wind mixing, and the Kuroshio, all of which contribute to SST variations.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based o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experiments, that the CRD 

contributes to SST increase in the YECS in August. The warming is attributable to the 

formation of a CRD-induced barrier layer that tends to enhance the upper ocean stratification, 

and thus reduces both vertical mixing and entrainment cooling. Warm sea surface due to 

surface freshening by CRD would contribute to regional climate variability through air-sea 

interactions. For example, the SST increase can help enhance the strength of a typhoon 

passing over freshened area by CRD, although how much the CRD contributes to typhoon 

strength is still largely unknown. Future studies are necessary to elucidate CRD effects on a 



SST more explicitly. For example, a fully coupled ocean-atmosphere model which allows 

air-sea interactions more naturally is required. In addition, tidal effects, which can contribute 

to SST changes through vertical mixing enhancement, need to be investigated.

Fig. 1. SSS (left) and SST (right) anomalies regressed 

on CRD in August for EXP SENS. Areas with 

correlation between CRD and SST is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is shaded.

       

Fig. 2. August pattern of the first cyclostationary EOF mode of SST anomaly and its PC time series 

(black line) with the time series of CRD (red line).

   

  

Fig. 3. Year-to-year variability in August (EXP SENS) of (top) SSS, SST, and CRD, and (bottom) 



SST, BLT, and vertical density gradient at the ML base (abbreviated as STRATIF). The variables are 

averaged over the area where the CRD and the SS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at 95% confidence 

level. All variables are normalized after removing the long-term mean and trend.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SS and SST with CRD, BLT, and stratification

 SSS SST

CRD -0.81 0.68

BLT -0.89 0.83

Stratification at ML base -0.94 0.82  

 

  

Fig. 4. Difference (flood ensemble mean - drought ensemble mean) maps of SSS and SST composites 

in August for (a) and (b) from EXP SENS and (c) and (d) from EXP CTRL. Areas where the SSS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RD at 95% confidence level are sh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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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 the U.S. West Coast surface 

circulation: A multiyear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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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arly completed U.S. West Coast (USWC) high‐frequency radar (HFR) 
networkprovides an unprecedented capability to monitor and understand coastal 
ocean dynamicsand phenomenology through hourly surface current measurements 
at up to 1 km resolution.The dynamics of the surface currents off the USWC 
are governed by tides, winds, Coriolisforce, low‐frequency pressure gradients 
(less than 0.4 cycles per day (cpd)), and nonlinearinteractions of those forces. 
Alongshore surface currents show poleward propagatingsignals with phase 
speeds of O(10) and O(100 to 300) km day

-1 
and time scales of 2 to3 weeks. 

The signals with slow phase speed are only observed in southern California. It 
ishypothesized that they are scattered and reflected by shoreline curvature and 
bathymetrychange and do not penetrate north of Point Conception. The seasonal 
transition of alongshoresurface circulation forced by upwelling‐favorable winds 
and their relaxation is captured in finedetail. Submesoscale eddies, identified 
using flowgeometry, have Rossby numbers of 0.1 to 3,diameters in the range of 
10 to 60 km, and persistence for 2 to 12 days. The HFR surfacecurrents resolve 
coastal surface ocean variability continuously across scales fromsubmesoscale to 
mesoscale (O(1) km to O(1000) km). Their spectra decay with k

-2
at highwave 

number (less than 100 km) in agreement with theoretical submesoscale 
spectrabelow the observational limits of present‐day satellite alti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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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9년 조석 측 자료기반 남서해역 등조석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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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해양조사원, 2인하 학교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남서해역의 등조차도와 등조시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6~2009년 동

안 44개 지점에서 관측한 단기 및 장기 조석자료를 조화분해하고 그 결과를 NAOTIDE와 비교하

였다. 단기조석 조화분해로 구한 조화상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화상수를 보정하는 연화

법(연보정)과 Inference방법을 적용하였다. 목포, 제주, 추자도, 거문도의 단기 조화상수에 

Inference방법을 적용하여 S2, K1, N2 분조들의 변조를 약 44 ~ 86% 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특히 4대 분조 가운데 하나인 O1 보다 큰 진폭을 가지며 월조부등을 일으키는 N2 분조의 변조

는 국내에서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나 Inference방법으로 N2 분조의 변조를 44 ~ 67% 정도 줄

일 수 있었다. Inference 기반 등조석도와 NAOTIDE의 등조석도의 공간적 분포양상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S2, K1, N2, P1 분조들의 경우 제주도 북서부 주변과 목포 주변해역에서 비교

적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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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동 국해 북부해역에서 표층수의 거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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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륙붕으로 이루어져 수심이 얕은 동 국해 북부해역은 해양- 기와의 상호작용에 민감

하고 외부인자로 작용하는 쿠로시오  그 지류인 마난류, 만난류와 양자강 유출수 외

에 한국과 국 연안수의 향과 계 풍에 의한 향으로 그 계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역이다(Beardsly et al., 1985). 특히 동 국해와 황해로 유입되는 담수량의 80%를 차지하

는 양자강 유출수의 향은 하계의 요한 특징  하나이다. 양자강 유출수와 동 국해 해

수가 혼합되어 생성된 양자강 희석수(Changjiang Diluted Water)는 하계에 북동쪽 제주도 

방향으로 확장하 고, 그 향이 제주도까지 나타났다. 

   하계 동 국해 북부해역에서 측하 던 자료를 바탕으로 양자강 희석수의 범 와 그 연

간 변동성을 확인하 고, 이를 통해 표층수의 거동특성을 살펴보았다. 장 측자료를 통해 

표층수의 거동에 향을 미치는 주 요소가 장강에서 방류되는 방류량과 바람에 의한 향이

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바람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하 다.

   표층수 거동의 변동성과 특성을 고찰하기 해 일본 큐슈 학에서 개발된 3차원 수치모델

인 RIAMOM(RIAM Ocean Model)을 사용하여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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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recurvature on typhoon-induced sea 

surface cooling

문일주1, 김민 1

1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Tropical cyclone (TC) is known to move with the lowest translation speed during the 

recurvature. Since the slow-moving TCs experience a strong air-sea interaction mainly due 

to the storm’s self-induced vertical mixing and upwelling, oceanic conditions prior to, and 

during, the recurvature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curving TC inten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 recurvature on typhoon-induced sea surface cooling 

(TISSC) from a series of idealized numerical experiments using Princeton Ocean Model 

(POM). The results show that the TISSC increases (decreases) for clockwise 

(anticlockwise) recurving TCs, particularly in the corner of a recurving track, although 

wind fields are same for the both cases. This is because the clockwise (anticlockwise) 

curvature decreases (increases) angle differences between surface currents and winds 

during the TC recurvature, resulting in accelerating (decelerating) surface currents and 

thereby producing more (less) vertical mixing and upwelling. Effects of recurvature on the 

surface cooling were more significant for TCs with acuter recurvature angle, slower 

translation speed, higher intensity, and passing over ocean with shallower mixed layer. 

This confirms that the intensities in recurving TCs can be more influenced by air-sea 

interaction process than in straight-moving TCs without considering the reduced translation 

speed during the re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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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yphoon on Sea Water (Ecosystem) 

in the Upper Ocean

Chul-hoon H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ongch@pknu.ac.kr)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yphoons greatly influence ecosystem in the ocean, 

e.g., Red tides almost disappear after the passage of typhoons; plentiful 

nutrients are supplied upward the ocean due to Ekman suction resulting in 

rapidly increasing amount of chlorophyll in the surface layers, even though 

such phenomena have not been clarified enough by the observations. An 

ecosystem modeling coupled with ocean circulation model driven by typhoons 

may be useful to physically understand the effect of typhoons on ecosystem. 

Here we present recent results in the observation and numerical modeling 

related to sea surface cooling (SSC) induced by typhoons, which may directly 

influence ecosystem in the upper ocean. In addition, as an initial stage of 

modeling Red Tides, a particle tracking model (PTM) in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is executed to understand a process of extinction of Red Tides 

after the passage of a typhoon; here Red Tides are regarded as traces because 

it may be presumed that they have a few daily movements and thus their 

behaviors would be entirely governed by typhoons. Initially traces are randomly 

scattered within a limited area, and their behaviors are tracked in time and 

space with the passage of a typhoon. The model suggests that the extinction of 

Red Tide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momentum and thermal disturbances 

caused by the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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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dynamic response of coastal waters of Korea to the typhoon 

KOMPASU 

Hak-Soo Lim, Chang S. Kim, Kwang Soon Park, and Jae Seol Shim 

Korea Ocean R&D Institute, Ansan 426-744, Korea 

 

The coastal waters of Korea is shallow (<50 m) with very complex coastal lines and 

hundreds of islands. Along the coast there are many ports and harbors that are located 

mainly in the landward side of the embayment. Among 5-6 typhoons passing near the 

Korea Peninsula in a year, 1 or 2 typhoons are used to be disastrous to the people and 

properties in the low land. However, the dynamic response of coastal waters of this 

area to the harsh conditions is far from clear understanding. 

We have developed a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he operational modeling system consist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The storm surge and hydrodynamics 

variables are forecasted in the 72-hours base. The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system for real-time dissemination for the public. The operational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We use the operational model ROMS to analyze the dynamic response of 

semi-enclosed bays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o the typhoon KOMPASU. The 

forcing is coupled with time- and space- varying parameters such as typhoon winds, 

pressure, waves, tides and buoyant effect due to fresh water from land. The dynamic 

responses are analyzed in terms of 3 dimensional flow structure and sea surface 

variation adopting high resolving dry/wet scheme according to the different set of 

forcing parameters. 

 

Key words : Typhoon KOMPASU, operational model, ROMS, coastal waters of 

Korea, Semi-enclosed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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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Typhoon-Generated Surface Waves in 
the Western Coast of Korea 

 

 

KiRyong KANG  and SangBeum Ryoo 

 

Marine Meteorological Research Team 

Global Environment System Research Laboratory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KMA, Seoul, 152-720, Korea 

 

 

Abstract 
 

One of important issues at the coastal area is wave phenomena which make mixing enhancement 
especially at the shallow waters and erosion process and accumulation of floating debris at the 
beach. During the typhoon period, surface gravity waves are generally formed as a result of 
momentum transfer from air to the ocean. Typhoon Kompasu(1007), formed on Aug. 29, 2010, 
about 880 km off southeast from Okinawa, initially moved to Northwest with a speed 5m/s and 
turn to North with increases of  the transfer speed to 10m/s on Sept. 1, and  finally hit the middle 
area of Korean peninsula with turning to northeast direction. On Sept 1, 2010, since it passed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for one day, there were high waves observed by several buoy stations and 
wave-sensors of light-houses such as Ieodo observation tower, Mara-do, Chilbal-do, 
Kyuckyulbee-do, Duckjeuck-do, Galmaeyeo, Sibidongpa, etc. In the offshore area like the Ieodo 
observation tower and Mara-do buoy station, the highest wind speed was close to 40m/s and the 
maximum wave height was over 10m, however, near the coastal stations, for example Sibidongpa 
and Galmaeyeo stations, the highest wave height was recorded over 15m with 30m/s of wind speed. 
From directional wave spectrum data obtained from Kyuckyulbee-do, it was also found the 
wave-growth relationship among the wind speed, wave frequency, and wave height: as wind speed 
increases continuously, the peak frequency decreases (long-wave) with wave height increase and 
vice versa. More detail about this will be discussed. 
 
Keywords: Surface gravity wave, typhoon, buoy observation, directional wave spectrum, 
wave-growth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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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sults on wave turbulence theory: statistical theory of 

wave-wave interactions based on random phase and amplitude 

formalism 

 
Yeontaek Choi

1
 and Sang Gyu Jo

2 

 

1
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Daejeon, Republic of Korea 

2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Abstract 

 

Wave turbulence(WT) theory is the statistical theory to describe the stochastic wave ensemble, which is the 

collection of dispersive waves interacting nonlinearly and weakly with each other.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describe WT theory, which has been originated by the founders such as Zakharov and Newell, employs the 

random phase approximation to assume the random behavior of phase factor of waves considered. Amplitude is 

assumed very slowly varying quantity in the conventional WT theory. We introduce the general theory, called 

random phase and amplitude(RPA) formalism, in which the assumption of randomness is applied not only to 

phase, but also to amplitude in order to depict the highly varying wave amplitude in wave-wave interactions, e.g. 

freak wave.  

Recently, Nazarenko and his collaborators developed wave turbulence theory based on the RPA formalism for 

one-mode wave systems and suggested the theory for the multi-mode wave systems. There remain the open 

problems in the multi-mode wave system. One of them is to obtain the exact solution of the multi-mode 

probability evolution equation, called the generalized Peierls-Brout-Prigogine equation, and analyze if the 

solution of the equation is the same class of the Kolmogorov-Zakharov spectrum appeared in the one-mode 

wave system. We studied the two-mode as the first mode to understand the multi-mode wave systems and will 

introduce the results on the existence of the vortex solution, which was conjectured by Nazarenko and his 

colleagues. Furthermore, we will verify the uniqueness of the vortex solution in the multi-mode wa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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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에서 측된 일본 센다이 지진해일(tsunami) 효과

              

손 백*,유주형*,박 제*,최종국*,문정언*,안재 *,안유환*,한희정*,이순주*,조성익*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요약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센다이에서 남서쪽 152km 지 에서 진도 9의 지진이 발생하여 

규모 쓰나미가 일본 해안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육상의 지

진해일에 의한 피해를 보도하 다. 그러나 지진해일 후 센다이 주변해역  일본 연안에서 발

생한 지진해일의 의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한 근은 사실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발사하여 운  인 GOCI를 이용하여 지진해일이 발생 /후에 한 해양환경 변

화를 추 해보았다. 1일 8회 측하는 GOCI에서 생산되는 표  자료인 클로로필과 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555 nm의 GOCI 밴드를 이용하 으며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NASA에서 운 인 MODIS 성자료와 비교하 다. 지진해일 발생  센다이 주변해

역  일본 동부 해안은 상 으로 낮은 농도의 클로로필과 부유물질 농도를 보 지만, 지진

해일 발생 후 지진해일의 향을 받은  지역에서 상당한 양의 증가를 보 고 해양환경에 많

은 변화를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발생후 재까지의 성 상을 이용한 추 연구에서 

이 의 해양환경으로 복원이 이루지 지지 않은 것으로 측되었다.

keyword : GOCI, Tsunami, ocean color

그림. 1. 2011년 3월12일 세계최초 해색위성 GOCI에서 관측된 시간별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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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 만의 냉수  상 측

이재철

부경 학교 해양학과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수 만에서 모니터링 부표에 의한 측을 실시한 결과, 여름철 냉수

와 련된 상층 수온, 유속, 바람의 자료를 분석하 다.

2009년 8월에는 18일부터 28일까지 수온이 25℃에서 21℃까지 감소하는 수온이 기록되었다. 

8월 부터 9월 말 사이에 북동풍이 매우 우세하 으나 수온 기간에 남서풍이 불어서 냉수

 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여름에는 년도에 비해 풍향의 변동이 심하 고 

그에 따른 수온의 변동도 뚜렷하 다. 특히 6월 순부터 8월 순까지 잦은 남서풍으로 인해 

반 으로 수온이 낮았으며 8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냉수  기간 동안에는 수온이 14.5℃까

지 감소하 다.

감포, 울기, 기장의 연안정지 수온 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수 만의 냉수 는 한국 남동해의 

연안용승과 한 련이 있고 부산이 연안용승의 남방한계가 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인공

성 외선 상자료 한 부산 연안에서도 용승이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한편, 수 만의 해

류는 매우 약하며 그 변동성은 바람과 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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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부해역 3D 수온모델의 장기 체  변화와 

무게 심의 공간  변동 분석

윤동 , 최 우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자료 )

한국 남부해역을 상으로 30년(1978∼2007) 동안 격월 별 각 정 의 표  수심 층에서 측

한 수온 자료(국립수산과학원 정선해양 측)에 하여 시기별 수온의 3D 공간보간을 통한 수

온 입체모델을 제작하 다. 우선, 연도별 연구해역 수괴의 수온변화를 분석하기 해서는 기

수온이 필요하 다. 이러한 기 수온은 수심층 30m에서 격월 별 30년 동안의 평균 수온으로 

정의 하 다. 이러한 기 수온 이상의 체 을 연도별로 계산한 후 체 에 한 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여름철에는 체 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겨울철에는 체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겨울철 수온 입체모델의 무게 심 치변화를 악하고자 각 연도별 무게 심(X:

동서, Y:남북 방향)을 계산한 다음, 두 방향에 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게 심이 북동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다. 이로써 겨울철 연구해역 수괴의 수온이 지속 으로 증가함은 

물론, 수괴의 수온 무게 심이 북동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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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해양관측자료의 검보정 계획

              

박영제, 유주형, 문정언, 손영백,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

위성자료의 검보정 활동이란 위성산출물을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검정(validation)하고 그 결과를 

알고리즘 개선에 반영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위성센서의 교정특성을 측정

(calibration)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검보정 활동은 위성자료의 이상 여부를 파악할 뿐만아니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활동으로 통상 위성센서의 운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위성데이타의 검보정에 사용되는 현장자료는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측정된 자료이

므로 일관성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즉, 현장자료처리에 대한 통일된 규약(protocol)과 

엄격한 현장관측장비의 교정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GOCI자료의 검보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기기검정, 현장조사, 현장관측장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보정협의체가 구

성되고 있다. 최근에 많은 해색센서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서, 센서간 검보정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GOCI 검보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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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천수만의 하계 해수유동 수치모델링 실험

정 , 노 재, 김백진

충남 학교 해양학과

  우리나라 서해 부 연안에 치한 반 폐쇄성 내만인 천수만은 서쪽의 안면도와 북쪽의 간

월/부남 방조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안면도와 고정리 사이의 좁은 남쪽 수로를 통해 외해와 연

결되어 있고, 폭은 약 10 km, 길이는 약 25 km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다. 하계 간월

방조제와 부남방조제를 통해 1회 방류시 각각 약 400, 200 cms로 3∼4시간 연속 방류를 하며, 

주로 조기의 조 시간 를 심으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COM3D를 

사용하여 하계 천수만의 조석 모델링 실험(CS10T)과 담수 유입 모델링 실험(CS10TD)을 수행

했고, 조 , 유속, 수온  염분의 스킬분석을 통한 모델 검증 결과 부분 90% 이상의 높은 

재 율을 보 다. 최강 창낙조시 유속은 수로 부근에서 약 3 m/sec, 만 앙부 0.5∼1 m/sec, 

만 북부 0.5 m/sec 이하로 남북방향의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조석잔차류는 남측 월도 인근에

서 0.4∼0.5 m/sec로 복잡한 분포를 보 으며, 도류는 죽도 북쪽의 간월호와 부남호 인근에

서 0.2∼0.4 m/sec로 남향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만 북쪽에서 도류의 향이 우세하고, 남쪽 

수로 부근에서는 조석잔차류가 우세했다. 조류타원의 분석 결과 죽도를 심으로 북쪽해역에서

는 방류  남북방향의 왕복성 조류에서 방류후 타원형으로 바 었다. 조류타원의 변화는 하계 

홍수기 간월호, 부남호의 담수가 천수만으로 유입되어 죽도 북쪽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에 

따른 향으로 사료된다. 연구 해역에서 부 양화된 담수의 유입은 천수만의 수질 악화  생

태계 환경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며, 이와 련하여 향후 수질 모델링 실험에 한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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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측 성 자료처리시스템(GDPS) 궤도상 

시험(IOT)  개선

In-Orbit Test and Improvement of GOCI Data 

Processing System(GDPS)

              

한희정, 안재 , 박 제, 유정미, 유주형,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010년 6월 27일 성공 으로 발사된 천리안 해양 측 성(GOCI)의 해양자료처리시스템( 

GOCI Data Processing System, 이하 GDPS)은 Level 1B자료에서 해양환경분석자료(Level 

2, Level 3)를 생산한다. GDPS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특화된 기보정 알고리즘  해양환

경분석 알고리즘을 하나의 소 트웨어로 구 하여 성 발사 후 궤도상시험(IOT)를 수행하

며 추가 개선을 수행하 다. GDPS의 알고리즘 성능  시스템  기능을 확인했고, 기보정 

알고리즘 개선사항을 반 하고, 해양환경분석 알고리즘을 추가 구 하 다. 자료뷰어(GDPS 

Viewer)를 제작하여 자료배포에 활용하 고, 사용자 편의성 증   알고리즘 개선을 반 한 

지속 인 SW 개발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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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서 해역의 2011년 2월 해황 정보

              

최용규, 권기 , 박종화, 정희동, 김상우, 심정민, 최문 , 김상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1921년부터 동해의 해황 조사를 통해서 시기별 해황

변동을 악하고 있다. 2011년 2월 조사는 16～24일에 수행되었으며, R/V 탐구 3호(360G/T)

를 이용하 다. 2월은 8개 정선 69개 정 (독도 주변 수역 6개 정  포함)에서 

CTD(SBE-911 plus)를 사용하여 표층부터 500m층까지 연속 측을 수행하 다. 이 시기에 

측한 수온과 염분 자료로 수평  수직 분포도를 분석하여 동해 남서 해역의 해황을 악

하 다.

  수온 분포에서, 표층은 6～13℃로 동해북부 연안역에서 6℃ 이하 으며, 남부역에서 11℃ 이

상이었다. 50m 층은 표층과 비슷한 분포상이었으며, 동해 북부 연안역에서 반 으로 표층보

다 1～2℃ 낮았다. 100m 층은 동해북부 연안해역에서 3℃ 이하 으며,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10℃이상인 난수와가 보 다. 200m 층은 100m 층과 같이 10℃이상인 난수와가 나타났으며, 난

수와는 131°E선을 따라서 남북으로 넓게 나타났다.

  수온 편차를 보면, 표층에서는 동해 부 외해역에서 1℃ 이상 고온이었고, 동해북부 연안과 

남부 해역에서 1℃ 온이었다. 50m 층은 표층과 비슷하게 동해 부 외해역에서 1℃ 고온이었

고, 북부와 남부 해역에서는 1℃ 온이었다. 100m 층은 동해 부 해역에서 1℃ 고온이었고, 

북부 해역과 남부 해역에서는 1～3℃ 온이었다. 200m 층은 난수와가 나타났던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1～4℃고온이었고, 남부 해역에서 1～4℃ 온이었다.

  염분 분포에서 표층은 33.9～34.6이었고, 동한난류의 향을 받는 남부해역에서 34.5 이상이

었다. 50m 층은 33.8～34.6이었고, 표층과 비슷하게 남부해역에서 34.5 이상이었다. 100m 층은 

33.7～34.5이었고, 남부해역에서 34.5 이상이었다. 200m 층은 33.7～34.2이었으며, 외해역에서 

34.0 내외의 균질한 분포 다.

  염분 편차를 보면, 표층은 속  연안 해역과 부 해역에서 0.1 염이었고, 남부 해역에서 

0.1 고염이었다. 50m층은 체 으로 0.1～0.2의 염상이었다. 100m층은 50m 층과 유사하게 

0.1～0.2의 염상이었다. 200m층은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평년상이었고 반 으로 50m층  

100m층과 유사하게 0.1～0.2의 염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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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서 해역 수온과 어황 정보

              

최용규, 윤상철, 박종화, 최 민, 박정호, 최문 , 김상유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2011년 1～2월의 연안 정지 측 수온, 2월 1

6～24일까지 행해진 정선 측 해양조사 그리고 1～3월에 수행된 어획량 표본조사를 가지고 

동해 남서 해역의 수온과 어황에 하여 살펴 보았다.  

1. 연안 수온 

  동해 연안에서 지난 1～2월의 수온은 년에 비해서 1～4℃ 이상 낮았고, 평면에 비해서 1～

5℃나 낮았다. 특히 수온이 나타났던 시기는 1월 하순부터 2월 순의 시기로 동해 연안의 수

온이 평년에 비해서 3～5℃나 낮았다. 

2. 근해 수온

  표층에서는 동해 부 외해역에서 1℃ 이상 고온이었고, 동해북부 연안과 남부 해역에서 1℃ 

온이었다. 50m 층은 표층과 비슷하게 동해 부 외해역에서 1℃ 고온이었고, 북부와 남부 해

역에서는 1℃ 온이었다. 100m 층은 동해 부 해역에서 1℃ 고온이었고, 북부 해역과 남부 

해역에서는 1～3℃ 온이었다. 

3. 어 황

  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어장은 강원 연안 수온  한류의 강세로 오징어 어군이 남하 이동

함으로서 동해 남부 해역에서 형성되었으나, 계 으로 한어기 다.

  그리고 동해구 기선 인망 어업은 수심 100～400m 근해역에서 가자미, 도루묵, 구 등의 

어장이 이루어 졌으며, 인망 어업의 어획량은 평년 수 을 유지하 다.

  임연수어, 꼼치류, 가자미류 등을 상으로 하는 연안 어업의 경우에는 강원도 연안의 수

온 지속  기상 악화로 출어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조하 다.

4. 이상한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이상 한 가 39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동해안 

지역을 심으로 2월 11～14일에 폭설이 발생 하 다. 이것은 북극 진동과 찬 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향을 주어 기온은 평년보다 1.2℃ 낮았고, 강설이 잦았다(기상청, 2011. 3. 17). 

 

  이상과 같이 동해 연안의 수온 발생은 기상에 따른 향이 크기 때문에 이상 기상 상에 

동반하여 불규칙 으로 발생하는 자연 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온의 발생은 연안 양

식 어류의 활력도 감소를 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냉해의 피해도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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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of the southern East China Sea shelf water 

to outflow through the Taiwan Strait induced by wind 

 

Jae-Hong Moon1*, Naoki Hirose1, Ig-Chan Pang2, JoonHo Lee2 

1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Kyushu University, Kasuga-Koen, Kasuga 816-8580, 

Japan 

2Department of oceanography,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Seasonal change of the southern East China Sea (ECS) shelf water and their 

relation to the throughflow in the Taiwan Strait are examined in this study, using a 

regional ocean model (ROMS). Contributions of the Kuroshio and the Taiwan Strait 

water to the property of the southern ECS shelf water are also estimated by releasing 

two separate passive tracers into the ocean model. The contribution from the Kuroshio 

water increases from autumn to winter, while decreases during summertime. By 

contrast, the contribution from the Taiwan Strait water has an opposite seasonal 

contribution to that from the Kuroshio. Comparing the contributions among the four 

experiments from different wind situations, we confirmed that the outflow through the 

Taiwan Strait induced by a local wind may contribute largely to seasonal variation of 

the water property in the southern ECS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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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할해역별 국지연안 폭풍해일 측시스템 개발

1
이우정, 

2
유승 , 

1
강기룡, 

1
류상범

1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기상청 해양기상과

  태풍 내습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폭풍해일의 객 인 보기 을 제공하기 

하여 기상청에서는 POM (Princeton Ocean Model) 기반의 수평격자 약 8km를 갖는 

2차원 모델인 RTSM (Regional Tide/Surge Model)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업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 복잡하고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연안

의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측을 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약 1km의 수평격자로 6

개의 동일한 역으로 나 어 RTSM의 결과를 모델 경계조건으로 사용한 CTSM 

(Coastal Tide/Surge Model)을 구축하고 시험운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 해양기상 

보의 활용을 해 지방청별 보 역에 맞춘 보 모델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km의 수평격자를 갖는 지방청별 보구역별  연안 상세 측 시스템을 개발하

고 구축하여 업으로 운 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청

과 강원청 할 연안폭풍해일 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수퍼컴퓨터 3호기에 포 하

여 하루에 두 번 00 UTC와 12 UTC에 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 다. 이 작업들은 

재 실시간으로 수행이 되며 보구역별 2차원 해일고 분포와 검조소 지 별 시계열 

등의 결과 등이 표출이 된다.

모델의 검증을 하여 2010년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1일 2회 00UTC와 

12UTC에 72시간 보를 수행하여 구축된 모델들을 시험운 하 다. 한, 이들의 

결과를 우리나라 주변 연안의 검조소 지 의 측 값들과 Bias와 RMSE의 통계  

방법들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RTSM의 결과와 비교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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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의 해양분야 활용

임병환, 강기룡, 류상범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최근 컴퓨터 성능  가시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상 련 연구소들이 자체 으로 가시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개발한 Science On a Sphere (SOS)는 2011년 4월 재  세계 주요 과학 , 연

구소, 국가기  등 61개소에 설치되어 연구·교육·홍보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

년 국립과천과학 에 설치 운  이며, 2011년 한해만 3개가 추가 설치될 정이다. 이러한 3

차원 표출시스템은 기상, 기후,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기

상연구소는 연구결과들을 효율 으로 표출할 수 있는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시스템 개발 사업

을 3년 (2011-2013) 계획으로 추진 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해양을 포함한 지구의 역동 인 자연 상들을 3차원 가시화함으로써 직

이면서 흥미로운 방법으로 연구결과들을 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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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중국해 실시간 해양 예보 모델 구축 및 운용

정영주, 황초롱, 최병주, 이상호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BK21 새만금 해양환경연구팀)

실시간 해양 순환 예보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해양순환 정보와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해양 정

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황해와 동중국해 해양순환을 재현할 수 있는 3차원 

해양순환모델을 개발하고, 이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해양순환을 예측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양순환 모델은 미국 NCEP이 제공하는 GFS(Global Forecast 

System)자료와 해양연구원에서 기상모델(WRF)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기상 예측 자료를 활용

하여 해양 순환을 7일 또는 3일 예측한다. 해양순환모델의 수평격자 간격은 8km이고 수직적

으로는 30개 층으로 구성하였다. 모델 검증을 위해 기상청과 해양조사원의 부이 자료와 비교

하였다. 해양순환모델의 표층수온 자료와 덕적도, 외연도, 거문도, 마라도 부이에서 관측한 자

료를 비교해 본 결과 -2 °C에서 2 °C의 편차가 있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표층수온 자료와 

비교하면 등 수온선의 공간분포가 잘 재현되며, 약 1 ~ 2 °C 정도의 편차가 생길 때도 나타

난다. 2010년 여름철 수치예보 결과를 분석하여 황해 동부 연안에 형성되는 조석전선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확인하였다. 2010/2011 겨울 동안의 수치예보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황해에 중부 저층을 통해서 황해 내부로 열을 공급하는 해류의 수송량과 열량을 계산하였다. 

인공위성 해표면 수온과 현장 관측 수온 자료를 황해와 동중국해 해양수치모델에 동화하는 연

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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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안의 Long-Range (5 MHz) 고주  이더 

(HF-Radar) 운용과 정확도 분석

 손 태1, 장경일1, 김구2, 이재철3, 김 4, 문홍배4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해양연구소), 2포항공  해양 학원, 

3부경 학교 해양학과, 4(주) 오션테크

   최근 국내의 다양한 연구 기 과 학은 거의 실시간으로 역의 표층 해수 유동장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고주  (High frequency, HF-Radar) 이더를 활발하게 운용해 오고 있다. 

서울 학교 해양연구소는 경북 울진군 한국해양연구원 동해해양연구소 부지에 장거리 (5MHz) 

고주  이더를 국내 최 로 2011년 1월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다. 재 수평 으로 5도 간격

과 약 150km 범 까지 확장되는 방사형(Radial) 유동자료가 이상 인 안테나 패턴 (Ideal 

antenna pattern) 형태로 측 되고 있다. 간 인 방법으로 측된 고주  이더 유동자료

는 반드시 장에서 직  측된 자료 (유속계 자료)와 비교 검증되어야만 하고 그 자료의 신

뢰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장거리 고주  자료 검증 방법의 일환으로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표 형 (13MHz) 고주  이더 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연

안에서 장거리 고주  이더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장거리형과 표 형의 Radial 

vector 비교에서 분석된 각각의 RMS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두 유속 자료의 상 계수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더의 고유 주 수에 따라 측정 상이 되는 비교 상체가 달라 발생

되는 것으로 단되고 동서 방향의 공간 인 수평 속도차(Shear)가 큰 동해 연안의 해류특성

이 반 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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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Waves Observed near the Tidal Front in the 

eastern Yellow Sea

Sang-Ho Lee*, Chan-Young Kang and Byoung-Ju Choi

Department of Oceanography, National Kunsan University

  To examine internal waves within the tidal front zone in the eastern Yellow Sea 

temperature and current were observed in the middle slope of the large scale sand ridge 

southwest of Ocheong-DO from Oct. 6 to 8, 2010 using the RDCP and temperature sensors 

hanged down from the anchored ship. Mean thermocline is formed between 15 and 25 m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emperature variation is largest at 20 m depth. Semidiurnal 

temperature variations indicate that the anchor site is within the horizontal excursion area 

of the tidal front during observation period. High frequency fluctuations of isotherms with 

different time (2∼120 min) and vertical displacement (0.5∼10 m) scales were observed. 

  The current rotates counter clockwise and the current scatter diagrams in each layer are 

different. The current direction in the low layer leads that in the upper layer, such that 

direction difference between two layers is largest after high tides. When the upper layer 

current flows to the NE (NW), warm water begins to deepen (become shallower) with 

increasing (decreasing) stratification.  Current speed shows fluctuations with the different 

time scale smaller than tidal period and the maximum and minimum speeds appear in 

different depth, suggesting that vertical shear with different time and amplitude scales 

happens in the different depth. Most of the isotherm fluctuations are likely to be strongly 

related to these vertical shears. Positive (negative) shear in the current speed looks to be 

related to the isotherms rise (fall). 

   Wavelet spectrum of the isotherms showed the significant spectral peaks in the periods 

from 4 to 30 min that periodically appeared 2∼3 hours after high tides. This indicates that 

internal waves propagate in the tidal front zone. Trains of depression solitions with 

different wave-lengths (90∼200 m), propagating to the NW, were observed by acoustic 

echo sounder during the vessel survey around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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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양만 권역의 조석 수치모델링 실험

김백진, 노 재, 정

충남 학교 해양학과

  한국 남해안의 앙부 지역은 남해도에 의해서 서쪽의 양만과 동쪽의 진주만으로 분리되

고, 두 만은 매우 좁은 노량수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여수반도와 남해

도 사이의 여수해만을 통하여 외해에 넓게 열려 있다. 본 연구에서는 ECOM3D를 사용하여 

양만 권역의 조석과 조류에 해 수치모델링 실험을 수행하 다. 개방 경계조건으로 조 와 지

각에 해 4  분조(M2, S2, K1, O1)를 동쪽과 남쪽 경계에 부과하 다. 모델링 결과의 검증

을 해 조   조류에 한 스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 는 95% 이상, 조류는 부분 90% 

이상의 높은 재 율을 보 다. 최강 창낙조시 유속은 여수 해만 내에서 0.5～1 m/sec, 섬진강 

하구역 부근과 노량수로 부근에서 약 1 m/sec 이상의 흐름이 나타났다. 조석 잔차류는 섬진강 

하구역 부근에서 0.2 m/sec 이하, 수로 부근에서 0.1～0.3 m/sec의 분포를 보 다. 조류타원의 

분석 결과 M2 분조의 장축은 섬진강 하구역에서 63 cm/sec, 노량수로에서 73 cm/sec, 단축은 

1.5 cm/s 이하로 부분 왕복성 조류를 보이며, 사천만 부근과 남측 경계 부근에서는 회 성 

조류를 보 다. 연구 해역은 섬진강에 의해 담수가 지속 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담수의 유입

량에 따라 양만 권역의 해수 유동 양상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이와 련하여 향후 담수 유

입 모델링 실험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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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료동화를 통한 기장 개선이

도 태평양  ENSO에 한 PNU CGCM의

앙상블 측성에 미치는 향 분석 

              

안 배1, 이수 1, 류상범2

1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모형의 측성은 기장에 으로 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장에 포함된 에러를 이는 것은 

합모형의 장기 기후 측성 개선에 요한 역할을 한다(안 배 등, 2010). 본 연구는 기장에 용된 

지구 해양 자료동화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PNU CGCM(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의 

측성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하여 해양자료동화된 분석장을 해양 기조건으로 사용

한 후보(hindcast) 실험 자료(PNU v1.1)와 자료동화를 용하지 않은 기조건을 사용한 후보 실험 자

료(PNU v1.0)를 사용하 다. 각 자료는 1994∼2010년에 하여 생산된 1월, 4월, 7월, 10월에 출발하는 

6개월 리드의 장기 후보 앙상블 자료이다. 특히 ENSO의 측성에 있어서 아표층의 해수온 아노말리와 

연직 혼합이 요하기 때문에 이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하여 SST 뿐 아니라 연직 해수온  유속 등 

기타 변수들을 측과 비교·분석하 다.

비교 결과에 의하면, 해양자료동화에 의한 SST의 측성(PNU v1.1)은 PNU v1.0보다 도태평양 

역에서 10∼4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성의 향상 정도는 출발시기와 리드마다 다른데 이는 

합 때의 기조건과 해양- 기 상호작용의 계 성 때문이다. 한 PNU v1.1에서 PNU v1.0보다 상층

해양의 열용량에 한 모사능력이 개선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해양자료동화를 통하여 온도와 염분에 

하여 기장의 개선이 있었으나 운동장에 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태평양의 

측성이 상당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도 태평양 역의 측성은 운동장보다는 기장에 포함된 

열  성질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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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 측기술 지원  활용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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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Surge Prediction and Hindcast in 

Operating System

Jong Chan Lee, Jae Il Kwon, Jung Woon Choi, Ki Cheon Jun and Sang Ik 

Kim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Surges around Korea have been predicted and hindcasted by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In KOOS, 3-day regional wind fields based on WRF model 

were imposed on a 2D tide model, and wind fields and tide were updated at every 12 

hour-interval. This research summarized a reliable procedure for surge forecast and 

hindcast by focusing an event and surges in winter season. All results were compared 

with observed surges obtained with 1-minute interval.

 Studies on a surge event clearly showed that an accuracy of surge peak could be quite 

improved by using updated wind fields, however, sufficient tidal damping effect on surge 

peak should be considered when a peak occurred within 2 days for 3-day forecast. Also 

weighted average wind fields for first 12 hours were used in hindcast of surge, hindcasted 

surge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observed surge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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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한강하구 창•낙조 특성 분석 

 

윤병일, 우승범, 김민하 

인하대학교 

 

경기만 한강하구 지역의 해수 유동 시스템을 조절하는 가장 큰 외력 조건인 조석과 조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염하수로 초지대교 인근에서 조류 관측을 수행하였다. 조류 관측기간은 2005년 11월~12월, 2006년 9월~10월, 

2009년 5월~6월로 다르지만 각각의 정점은 1km 내외에 위치하고 관측 수심은 DL(-) 5~6m로 지역적 조류 변화

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005년, 2006년, 2009년 관측 기간 동안의 시간당 팔당댐 방류량의 중간값은 179 cms, 

142 cms, 314 cms로 35년 평균한 일유량의 중간값인 234 cms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 관측된 조석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석 자료의 
2

M 와 
4

M 분조의 상대 위상차 분석 (
42

2 MM − )을 하면 한강하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 180도가 

넘지 않는 창조가 우세한 결과를 보여준다. (Aubrey and Speer, 1988)에 의해서 제시된 상대 위상차 분석 방법은 담

수의 영향 등이 적은 tidal inlet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된 방법으로 담수 유입이 강한 경기만 한강하구 지역

에 적용하기에는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 자료의 최강, 평균 통계 분석 

및 창조, 낙조 지속시간을 분석하여 창•낙조 우세성을 제시하였다. 

조류 통계분석 결과 최강 및 평균 낙조류가 창조류에 비하여 우세하다. 지속시간의 경우 낙조 지속시간이 1.5

시간 정도 길게 나타났다. 즉 경기만 한강하구는 낙조 지속시간이 길면서 낙조류가 강한 조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런 특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담수유입, 염하수로 남쪽과 북쭉입구의 조석 위상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면 차

이로 인한 hydraulic current와 염하수로 북쪽입구의 정상파 형태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 1. Topographic map of the study area with isobaths and observation stations. The circle(●) denote the 

stations of tidal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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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phase of M2 and M4 components 

 

Table 1. Maximum & average velocity and duration time at 3 tidal current station refer to figure 1 

St 
Maximum (cm/s) Average (cm/s) Duration (%) 

Sur Mid Bot Sur Mid Bot Sur Mid Bot 

Y05-CP4 

Flood 132.7 70.9 46 

Ebb 140.9 81.5 54 

Y06-CF1 

Flood 138.4 135.4 112.0 65.5 64.8 51.8 44 45 48 

Ebb 171.8 172.3 166.5 86.2 81.9 65.4 56 55 52 

Y09-CF2 

Flood 133.2 138.4 126.1 54.5 69.4 58.3 46 47 48 

Ebb 151.6 140.6 120.4 70.7 80.0 65.6 54 53 52 

 



경기만 한강하구 수로별 조석전파 특성 분석 

 

윤병일, 우승범, 김민하 

인하대학교 

 

경기만 해역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동쪽의 염하수로와 서쪽의 석모, 

교동수로로 구성되며, 한강,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연결되어있다. 지형이 복잡하고 

조차가 큰 해역으로 조간대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복잡한 해수순환 흐름을 

보여준다.  연안개발 압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하구 순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경기만 한강하구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퇴적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가장 큰 외력 조건인 

조석의 전파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류 관측 자료의 상관도 분석 결과 

염하수로는 수로를 따라서 1 차원 전파특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 

북쪽 수로 이후 한강 상류에서는 낮은 상관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강하구 지역은 

하나의 지역이 아닌 수로별 조석전파 특성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지역의 조석, 조류 

관측 자료와 수치모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로별 조석전파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수로의 

조석전파 특성은 지형학적 수렴 정도와 마찰의 균형에 의해서 지배되는 hyper-

synchronous 형태를 보여준다. 수치모델 결과에서도 각 수로의 조석전파 특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리적 인자는 수렴 정도와 마찰항의 균형으로 판단된다.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해석해의 수렴항과 마찰항의균형 정도를 비교하면 각 물리적 인자의 영향 

정도는 수로 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염하수로가 석모수로에 비하여 마찰항의 정도가 약 

4 배 정도 크게 나타나며, 그 영향으로 석모수로에 비하여 최대 진폭이 나타나는 위치가 

먼저 발생을 한다. 또한 염하수로를 따라서 거리당 진폭 감소 비율과 위상의 증가율이 

석모수로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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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Gyeong-Gi Bay and Han River Estuary in the South Korea. Tide data stations 

of NORI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x mark) and numerical results (  

mark). The red, blue and green arrow indicated Yeumha (Y), Seokmo (S) and Kyodong (K) 

channel, respectively.  



동해 재분석자료에서 Argo float 측 자료의 기여도 분석

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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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상범
1

1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2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2001년부터 국제 Argo 공동연구에 참

여하여 동해, 북서태평양 그리고 남극주변에 float를 투하·운 하고 있다. 특히 동해는 두 연구

기 의 기여로  세계 해양에서 가장 높은 측 도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Argo 자료가 동해 순환 재   측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2009년을 조사기간으로 해

양순환모델(MOM3)에 3D-VAR 기법을 도입한 자료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성 측 SST  

SSH, 장 측 수온 그리고 Argo 수온자료를 모두 고려한 실험과 Argo 수온자료를 제외한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 다. 두 가지 실험 결과에서 Argo float 측 도가 높은 40°N 이남지

역에서 동한난류의 이안과 울릉에디의 치  변동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의 검증을 해, AOML(Atlantic Oceanographic & Meteorological Laboratory)에

서 제공하는 표류부이 궤 자료를 이용한 유속 상 도 분석을 시도하 다. 두 실험 결과 모두 

표류부이 자료와 비슷한 경향을 보 는데, 특히, Argo float 수온 자료를 고려한 실험결과의 상

도가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rgo 자료는 실험결과에 미치는 정 인 향을 고려할 때, 향후, 동해 기후변화  

장기변동, 그리고 해황 측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주요사업 “ 측기술 지원  활용연구(Ⅱ)”과제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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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염하수로에서의 단면 net mass flux 산정

이동환, 우승범, 김종욱, 구본호

인하 학교 해양학과

경기만 한강하구는 약 8 m의 조차와 약 4 m의 소조차를 보이고, 조간 가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 조석과 조류의 , 소조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와 해수의 교

환이 발생하고 있는 염하수로에서 단면 유속 측 자료를 통하여 net mass flux와 잔차류 성

분을 분석하 다.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지 교 부근(Line1)과 종 교 부

근(Line2)에서 13시간 동안 단면 유속 측을 수행하 다. Line1과 Line2는 각각 30분, 60분 간

격으로 총 26회, 13회 왕복 측하 다.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단면 유속 측자료에서 M₂

와 M₄분조만 제거한 자료와 원시자료의 차이를 잔차류(U₀)라 정의하 다.

분석결과 단면 잔차류는 Line1 에서 조 시 단면에서 약 0.3 m/s의 낙조류 성분을 보

으며, 소조 시에도 층을 제외한 단면에서 0.2 m/s의 낙조류 성분을 보 다. 송(201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염하수로 북단(강화 교)의 조 는 비선형 천해분조의 향으로 조석 왜곡 

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조석 왜곡 상으로 인해 평균해면이 상승을 하는데 염하수로 남쪽과의 

수  차이가 , 소조기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단면 측 기간 동안의 해수면 높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조기와 소조기에 각각 0.6 m, 0.1 m의 차이를 보 다. 따라서 염하수로 입구에

서 잔차류의 특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염하수로 입구와 북단의 해수면 차

에 의한 순압력에 의해서 , 소조기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Line2 단면에서는 수심이 상 으로 깊은 주 수로방향에서 0.2 m/s의 창조류 성분을 보이

고 수심이 낮은 양 끝단에서는 0.2 m/s의 낙조류 성분을 보인다. 염하수로는 short channel 형

태로 분류 되는데, short channel 의 잔차류 특성은 하구를 바라보았을 때 수심이 깊은 곳(주

체 )에서는 하구방향으로 유입되고,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해양방향으로 유출되는 형태를 보

인다(Li and James O`Donnel, 2005). Line2 에서의 잔차류 특성을 보면, short channel 의 잔차

류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소조 시에는 표층과 층이 잔차류 방향이 반 로 나타나

는 2층 흐름구조가 뚜렷하게 보 다. 

조차가 8 m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  측 보다는 단면 net mass flux 산정하는 것

이 타당하고 단된다. Line1에서 조기와 소조기에 각각 낙조방향으로 6,000 m3/s, 창조방향

으로 300 m
3

/s로 산정되었다. Line2 에서는 각각 창조방향으로 17,000 m
3

/s, 창조방향으로 

3,200 m
3

/s으로 , 소조기 모두 창조하는 net mass flux를 보였다. 염하수로 입구에서 낙조하

는 mass flux와 인천항 이후 영종대교에서 창조하는 net mass flux는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의 

조간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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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염하수로 종 교 남단에서 홍수시, 갈수시의 

단면 mass flux 특성 분석

이동환, 우승범, 송진일, 김민하

인하 학교 해양학과

서해 부 연안에 치한 반 폐쇄성 내만인 경기만은 인천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염하수로와 

서측 북부에 치한 석모수도, 서수로 동수로로 외해와 연결되어 있다. 한 한강과 임진강에

서 다량의 담수가 유입된다. 염하수로는 지 교남단에서부터 강화 교까지 약 15 km의 남-

북 방향으로의 긴 수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폭은 약 1km 이다. 

본 연구는 염하수로 끝단 종 교 부근에서 2010년7월9일( 조기,평수시), 2009년7월10일(

조기,홍수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13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

로 총 13회 횡단하며, 왕복 측하 고, 조시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40분 내외로 진행하 다. 

잔차류(U₀)는 단면 유속 측자료에서의 M₂와 M₄분조만 제거한 자료와 원시자료의 차이로 

계산 하 다. 단면 측이 수행되는 동안 CTD 를 이용한 수온염분 측도 동시에 수행되었다. 

평수기 측 시에는 팔당  담수 유입량이 약 500 cms 를 보 으며 홍수기 측 시에는 

10000 cms 를 보 다.

분석결과 평수기에 비해 홍수시 성층의 효과가 단면에 걸쳐 크게 나타났으며 표층과 층

과의 염분의 차이도 20 psu 이상을 보 다. 유속의 잔차류 패턴을 보면, 홍수시에 2-layer 

circulation의 두께가 5m 가량 두꺼운 층을 보 으며 수평 으로도 넓은 범 를 보여 주었다. 

단면 을 통과하는 총 유량은 조기 평수시(17564 cms), 조기 홍수시(5661 cms) 로 나타났

다. 한강에서의 담수 유입량에 따른 염하수로 남단의 단면 net mass flux 는 홍수시에 약 

12000 cms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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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COM을 이용한 이어도 주변해역의 조석특성 연구

성명 : 엄 민, 김민하, 구본호, 우승범 

소속  : 인하 학교 해양학과

해양산업   활동 등으로 해양에 한 심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매년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연안개발  인구/시설 증가로 인한 피해가 가 되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는 외해로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향을 주는 해류와 기상 상을 측하기에 매우 

합한 치에 있다. 따라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측자료를 이용하여 해양환경의 변화를 지

속 으로 악하고 측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를 

단기 이고 장기 인 측율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한차분법의 간단한 이산법의 능률성과 유한요소법의 기하학상의 유연성이 잘 조

화된 모델인 Finite-Volume Coastal Ocean Model(FVCOM)을 이용하여 황해  동 국해 

역의 2차원 조석모형을 구축하 다. 외해 개방경계 조건으로 TOPEX/POSEIDON의 조석 보정

용 모델인 NAO99.Jb의 기존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8개의 분조를 용하 다. 조석모형의 보정 

 검증은 서해연안 조 측소  제주도 조 측소, 이어도 조석 측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치모델의 조 결과와 조 측소에서 측한 조 자료의 조화상수의 

상 오차를 5% 미만으로 으며,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격자를 상세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정확도를 70% 이상으로 향상시켰고, 변하는 지형의 향으로 인하여 이어도 주변 

해역을 흐르는 해류의 크기가 격히 감소하는 상을 효과 으로 재 하 다. 한 지형에 따

른 향이 미미한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기와 해양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2009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어도 측기지에서 10분 간격으로 측된 조   기압, 풍속자료

를 이용하여 wavelet 분석을 수행하 다. 조  자료의 경우 20cm의 수  변화가 23일에 나타

났고 wavelet 분석 결과 이 변동은 30 ∼ 60분의 주기를 갖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한 경향성

을 제거한 기압  풍속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23일 경에 변동이 존재하 으며, wavelet 분석 

결과 30 ∼ 60분, 128분의 주기를 갖는 성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도 차에 의해 반응하는 해양 상을 재 함으

로써 본 연구결과보다 더욱 실제 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 되며 이는 향후에 

이어도주변 해역뿐만 아니라 황해역을 포 하는 역의 해역에서 해양 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운용해양모델링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거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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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COM를 활용한 경기만 조석 보 시스템 개발

성명 : 구본호, 김민하, 우승범 

소속  : 인하 학교 해양학과

체에 지로 각 받고 있는 신재생에 지 가운데 해양에 지에 한 연구가 해양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상  기와 달리 해양 측정보를 생산하

기 어려운 조건인 해양에서 해양에 지 개발연구에 필요한 해양 측정보가 지속 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만 해역을 상으로 유한차분모델의 이산법과 유한요소모델의 기하학  

장 을 활용한 유한체 모델인 FVCOM을 이용하여 조석 보시스템을 구축하 다. 수치

모형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경기만 일 의 조간 와 복잡하고 불규칙한 지형특성을 

비정규격자요소로 구성하 다. 한 본 수치모형의 경계조건으로 NAO99를 이용하 다. 

조석모델의 보정  검증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 검조소의 측 자료를 이용하 다. 조

검조소의 조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조화상수와 조석모델에서 계산된 측지 의 조

화상수의 상 오차를 5%미만으로 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석모델의 모든 계산노드별 

조 자료  조화상수 자료와 모든 요소의 sigma-coordinate를 용한 vertical layer별 

유속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완성된 Tidal Database를 바탕으로 조 검조소의 조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역별로 검증하 고 이를 활용하여 경기만 해역의 실시간 조

석 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 해역의 실시간 조석 보시스템을 활용  개발할 수 있으며 

축 되는 Tidal Database는 추후 연구 해역의 조류  조력에 지 산정 등에 다양한 해

양에 지 연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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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 CGCM을 이용한 엘니뇨 모도키의 계  측성

              

안중배
1
, 김초롱

2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
, APEC 기후센터

2

최근에 도 동태평양에 비정상 인 양의 해수온 아노말리(SSTA)가 나타나는 기존의 엘니

뇨와는 다르게 도 앙 태평양이 가열되는 상인 엘니뇨 모도키(Ashok et al., 2007)가 보고

되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들(Ashok et al., 2007; Kao and Yu, 2009)은 이 새로운 상이 기존

의 엘니뇨와는 다른 원격 상 (teleconnection)을 통해 기후 시스템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를 구분하는 기 을 정하기 해 HadISST의 

1980-2009년 월별 도 태평양 SSTA에 하여 EOF 분석을 실시하고 Ashok et al.(2007)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를 각각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로 정의하 다. 한 엘니뇨와 엘

니뇨 모도키 시기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PC 시계열이 6개월 이상 0.8을 넘는 때로 정의하

다. 이를 토 로 하여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의 발달과정을 합성장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는 D(0)JF(1)에 나타나는 성숙기를 ·후로 하여 서로 다른 모습

으로 발달했다.

이를 합 순환 모형에도 용하기 해, PNUv1.1과 APCC(APEC Climate Center)의 3개

월 측에 참여하는 4개 모형에서 측된 SSTA에 하여 동일하게 EOF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첫 번째 모드를 엘니뇨, 두 번째 모드를 엘니뇨 모도키와 련되어 나

타내었고, 각 모형에 한 이 두 모드의 패턴은 HadISST의 1980-2009년의 아노말리의 첫 번

째와 두 번째 모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게 구분된 모형들의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에 한 측성을 살펴보기 해 PC1 시계

열과 PC2 시계열에 하여 측과 모형간의 TCC(Temporal Correlation Coefficient)와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구한 결과, 기화 과정에서 해양 자료동화가 용된 모형 

에서도 특히 PNUv1.1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 엘니뇨와 엘니뇨 모도키의 측성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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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of SAR-derived Sea Surface Wind Vectors

1
김태성, 

2
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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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과학교육과, 

2
서울 학교 지구과학교육과/해양연구소

 Sea surface win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eanic-atmospheric parameters to 

understand diverse physical, biogeochemical processes, and ocean dynamics in the upper 

ocean.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can provide high-resolution wind vectors over the 

oceans, including coastal areas, which have been impossible to be obtained so far. Although 

SAR-derived wind fields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mall-scale oceanographic phenomena at coastal areas, it has difficulties to interpret the 

actual process of interest due to potential errors of the wind speed. The estimated wind 

speeds tend to be influenced by MABL stability, currents, tidal fronts and errors from 

wind direction estimation. In this study, we utilize SAR images around the Korea peninsula 

to retrieve sea surface wind vectors and analyze the errors and potential causes on them.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associated properties on 

SAR wind retrieval and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tential wind spee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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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level rises in the Northwest Pacific and Seas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IPCC AR4 

model results

오상명1, 문일주1, 권석재2, 이은일2

1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2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sea level variations in the Northwest Pacific (NP) and the 

seas adjacent to the Korean peninsula (KP) using results of climate models based IPCC 

AR4 scenario and to investigate how the future oceanic and atmospheric conditions affects 

the sea level change using a statistical method. In order to consider steric effect,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in most IPCC AR4 climate models, we calculated dynamic heights 

at each grid point from results of IPCC AR4 climate model (A1B and A1Fa scenario) and 

used them for the estimation of sea level ris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auses of sea level rise through the CSEOF analysis. 

The analysis reveals that ratios of the sea level rise in the Northwest Pacific, which 

considered steric effect, were larger than those in global average. The results show that 

sea level rises for the period of 2001-2100 were 5∼20 in global average and 20∼30 cm in 

the NP. Those in the seas adjacent to the KP were slightly larger than in the NP. It is 

found that these local increases of sea level were attributed to the changes of the Kuroshio 

current and sea surface temperature, which were mainly related to the variation of future 

wind fields in the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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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해빙 합 모델을 이용한 북극해 해빙 모사

권미옥1, 장찬주2, 이호진1

1한국해양 학교, 2한국해양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양-해빙 합 모델을 이용하여 북극해 해빙을 모사하 다. 해양 모

델은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 3.4 version)를 이용하 으며 해빙 모델은 빙 

역학  열역학을 모두 고려하 다. 빙 역학은 Hunke and Dukowicz (1997)의 EVP 

(elastic-viscous-plastic) 유동학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빙 열역학은 Mellor and kantha 

(1989)에 기 하 다. 

   모델 역은 북  65° 이북의 북극해 해역을 포함한다. 곡선 좌표계로 구성된 수평 격자는 

약 41∼63km의 해상도를 가진다. 연직 방향으로는 S-좌표계를 사용하 으며 총 50개의 격자

로 구성된다. 기 수온  염분 값은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변하는 

로 일로 가정하 다. 기강제력은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RA interim 자료  NCEP (National Centre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재분

석 자료를 사용하 다. 개방 경계역의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는 HYC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자료를 이용하 다.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3월, 9월의 모델 

결과를 측 자료  기존의 검증된 모델 자료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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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 앙에서 측된 클로로필 농도의 

시간 변화와 수직 구조

 박희망1,장경일1,손 태1, 강동진2,노태근3, 윤석4

1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 한국해양연구원 기기검교정 분석센터

3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부
4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울릉분지는 해류 지배역으로 해수특성과 해수순환의 변동이 큰 해역이다. 한 울릉분지는 

철과 가을철 식물 랑크톤 번성이 일어나며, 이러한 번성은 연안용승과 바람  울릉분지의 해

류분포 등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에서 식물 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력과 

물리  요인들 사이의 계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 반면에 연속 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인 변동을 악하고 상호 련성을 악한 경우는 없었다. 

2010년 2월23일부터 5월9일, 2010년 5월 21일부터 9월1일까지 계류선 측과 profiler에 의해 

클로로필 농도와 물성  해류의 조 한 시계열 자료를 획득하 다. 클로로필의 시계열 자료로

부터 철인 4월 순에 번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시간 으로 조 하게 측된 시계열 자료와 MODIS 성자료의 분석을 통해 울릉

분지에서의 클로로필 농도의 시간변동과 수직 인 구조  클로로필 변화에 향을 주는 물리

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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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of Typhoon with the Changjiang River 

Plume

김성훈1,문일주1, 권석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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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of Typhoon with the Changjiang river plume is studied using a series of 

numerical experiment with the Princeton Ocean Model (POM) and observed data at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ORS). The numerical experiments consists of three parts: the 

stationary typhoon experiment, the moving typhoon experiment and the ocean stability 

effect experiment.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l that the effect of the river plume, mostly 

due to the enhanced stratification, plays two roles in the sea surface cooling, i) the strong 

stratification prevents the downward momentum transport and the entrainment of deep cold 

water, leading to the reduction of sea surface cooling, ii) The remaining momentum at 

upper layer, due to the enhanced stratification, intensifies the surface currents and 

divergence/upwelling,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the sea surface cooling. Therefore, the 

effects of river plume play both positive and negative roles on the sea surface cooling. 

These two process depended on the storm translation speed (STS). For the fast 

(slow)-moving typhoon, upwelling process was unimportant (important), so the river plume 

contributed to less (more) surface cooling.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STS in 

plume areas is about 6m/s, the river plume plays an overall positive role on the typhoon 

intensity due to the reduction of sea surface cooling. On the other hand, the hydrographic 

data observed at the IORS and by a research vessel during the period of typhoons Ewiniar 

(0603) and Dianmu (1004) showed that the typhoon-induced strong vertical mixing not only 

changed the upper-ocean thermal structure, but also modified its spatial salinity distribution 

significantly, resulting in the delay of the river plume extension as much as up to 20 days. 

In particular, the delay due to Dianmu contributed to the avoidance of a potential mass 

mortality by preventing the low salinity water from spreading to the aquaculture regions 

near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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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prediction of the summertime tropical 

cyclone frequency entering typhoon emergency region 

using multivariate least absolute deviation regression 

method

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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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In this study, multivariate least absolute deviation regression method has been used to 

predict the seasonal number of tropical cyclones (TCs) entering the Korea Meteological 

Administration (KMA) typhoon emergency region (28°N～ , ～132°E). In the target region, 

most passages of TCs occurs during June-September. Therefore, the count of TC 

frequency was made only for this period. Since TCs are affected by various atmospheric 

and oceanic environments. here we selected four indexes as predictors among the various 

atmospheric and oceanic variables for the period of 1950-2006, that is, Arctic Oscillation 

index (AOI), Northern Oscillation Index (NOI), Eastern Tropical Pacific SST (Nino3), and 

East Pacific/North Pacific Oscillation (EP/NP). For the summer TC prediction in March, 

the AO Index (February-March), the NOI (January-March), the Nino3 (March), and the 

EP/NP (previous November) were chosen as predictors.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this method is useful in predicting summertime TC frequency entering the KMA typhoon 

emergenc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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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air-sea interaction in simulating 

offshore wind for production of wind resource map

고철민1, 문일주1, 최 진2

1
제주 학교 해양과학 학, 

2
기상연구소 응용기상과

  Sea-surface temperature (SST) is a key component of the atmosphere-ocean system that 

drives convection over the open ocean and sea breeze circulation close to land. A large 

number of SST datasets are currently available from a relatively coarse spatial resolution 

of a 1 degree to finer resolution of several kilometers. This study aims to assess how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underlying SST data as well as the coupling of ocean mixed layer 

model affects the short-term regional offshore wind predictions over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WRF model. Effect of air-sea momentum transfer 

parameterization on offshore wind simulation are also investigated. For this, a series of 

sensitivity experiments are designed by using five sets of SST data as well as four 

parameterizations for roughness length during the selected periods when the air-sea 

interaction is important. These experimental results will be presented with comparisons of 

available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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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상한 에 따른 양식생물 량폐사 원인  

해역별 수온변동 상이성 고찰

한인성, 서 상, 황재동, 임월애, 윤석 , 이 수, 정창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2010년 12월에서 2011년 2월 까지 지속된 이상한 에 따른 양식생물 량폐사로 충남, 남  

경남 일원의 양식어장에서는 약 120억원의 경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주변의 이상한 는 

강한 음의 북극진동에 따른 북극의 찬공기가 도 지방으로 남하한 것, 겨울철 지배 인 기단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12∼1월에 평년보다 약 20hPa 이상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하한 것, 우리나라 

주변에 극한 기상 환경 변화를 야기하는 라니냐가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겨울까지 강하게 지속된 

것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11년 1월은 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7℃ 낮았으며, 평

균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3.8℃, 평균 최 기온은 4.0℃ 낮아 1973년 이래 평균기온은 세 번째로 낮

았으며,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 기온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낮은 특성을 보 다. 

   양식어장에 량 폐사를 가져온 연안수온은 1월 순과 하순에 평년에 비하여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주문진과 포함 등 동해 부해역 연안의 경우 평년에 비하여 3∼4℃ 수온, 통 과 여수 등 

남해 연안의 경우 평년에 비하여 2∼3℃ 수온을 보 으며, 목포, 군산, 태안 등 서해 연안의 경우

는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4℃ 수온을 보 다. 연안 수온 뿐만 아니라 NOAA/AVHRR에 

의한 우리나라 근해 해역의 수온도 평년에 비하여 2℃ 내외의 낮은 수온 분포를 2011년 1월과 2월

에 보 으며, 이와 같은 수온 양상은 2월 순 이후에 회복하여 3월 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1℃ 내외 낮은 수 을 유지하 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하나는 국 부분 해역의 연안 수온이 평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

온 분포를 보인 반면, 부산 연안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온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는 쓰시마 난류가 2011년 1월과 2월 남해 부해역에서는 연안에서 멀리 분포하 으나 

한해  입구 부근에서는 연안으로 붙어 흘러간 원인으로 단되며, 실제 측  측을 통한 유

동 자료 분석 결과 쓰시마 난류의 지류가 부산 연안에 근 하여 흘러가는 양상을 보 다.  하나

의 특징은 주문진 등 동해 북부해역 연안의 수온이 평년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주문

진 부근 해역에서는 양식생물의 량 폐사가 일어나지 않아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평년에 비

하여 4℃ 이하의 수온이 1월과 2월 에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이는 이상기상 한 의 향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한류의 세기가 평년보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 으며, 동한난류는 동

해 북부해역에 향을 주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 연안에 1일 1회 측을 수행하는 연안정지 해양 측, 매 30분 간격으로 

실시간 측하는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 NOAA/AVHRR을 통한 일일 수온 상 정보 등을 통

하여 각 해역의 단주기 인 수온 변동 경향을 실시간 혹은 실시간으로 살펴 향후 기후변화에 의

한 극한 환경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수산업 피해 감을 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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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polar Deep Water intrusion over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mundsen Sea

              

H.K. Ha, T.S. Rhee, D. Hahm, H.C. Shin, S.H. Le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The Amundsen Sea sector is the most rapidly changing region of the Antarctic ice 

sheets.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rapid retreat of the glaciers (or ice sheets) is 

primarily related to the intrusion of warm Circumpolar Deep Water (CDW) which acts 

as an oceanic heat source. The Amundsen shelf troughs were suspected to be main 

conduits supplying warm CDW onto the continental shelf, eroding the underside of the 

ice sheets and glaciers. 

Despite the critical role of CDW in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Amundsen Sea, vital 

information is still absent from the existing body of knowledge pertaining to 

spatial-temporal variability of CDW. This is mainly because the Amundsen Sea is 

remotely located and the extremely harsh weather and sea conditions limited the access 

to its inner shelf. Lack of data hindered our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physical 

processes and associated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Amundsen Sea. Using the 

icebreaker R/V Araon, a multi-disciplinary scientific cruise was conducted between 

December, 2010 and January, 2011 to timely address these processes. 

During the expedition, total 30 CTD stations were visited. It was observed that the 

warm CDW occupied a large volume off the continental slope. As it was transported 

onto the continental shelf, it was modified (i.e., cooled and freshened) to be modified 

CDW (MCDW) by interacting with Antarctic Surface Water. Two cross-transects 

clearly showed the intruded tongue of CDW, and the core of warm, denser water was 

mostly confined to the deeper part of shelf trough. In some stations covered by sea ice, 

the surface temperature was lower than other open areas. In the polynya, in particular, 

the surface temperature was in the range of -0.8~-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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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인에 한 체사픽 만의 반응 연구

조경호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이 연구에서는 삼차원 비구조  격자 해양 모델을 이용하여, 두 개의 허리 인에 한 체사

픽 만의 순압 , 경압  반응을 알아보았다. 주 연구 지역은 체사픽 만으로서, 그 지류들과 

서양 륙붕 지역을 포함한다. 연구된 두 개의 허리 인은 허리 인 로이드와 허리 인 이사

벨로, 각각 1999년 9월과 2003년 9월에 체사픽 만 입구에서 불과 100 km 떨어진 곳에 상륙하

다. 로이드는 버지니아 해안선을 따라 체사픽 만 입구를 카테고리 1의 강도로 지나쳤고, 

이사벨은 노쓰 롤라이나 동쪽해안에 카테고리 2로 양으로부터 상륙하여 내륙으로 이동하

다.

  허리 인에 의한 체사픽 만의 순압  모델연구에 해서는, 모델 결과는 만에서 측된 해수

면자료들과 잘 맞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폭풍해일은 만 안으로 두 가지 과정으로 됨

을 알 수 있었다. 즉, 먼  원해바람으로 생성된 주된 폭풍해일이 체사픽 만으로 유입되고, 만 

안에서 부는 지역 인 바람이 두 번째 해일을 생성시킨다. 로이드의 경우 이 두 해일이 서로 

상쇄되어 주 폭풍해일이 감소되지만, 이사벨의 경우, 이 두 해일이 서로 첩되어 주 폭풍해일

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는 만 안에서 부는 바람과 주 폭풍해일의 이동방향과 각각 서로 반

이거나 같기 때문이다. 순압  부피유입량 계산을 통해, 로이드의 경우 체사픽 만으로의 

순유입량보다 순유출량이 많았지만, 이사벨의 경우 순유출량보다 순유입량이 많음을 알 수 있

었다. 

  경압  모델 결과 한 추가 인 측자료 (해수면, 해류, 염분도)와 비교  잘 비교되었다. 

염분유입량 계산을 통해, 허리 인 기단계에 외해에서 잘 섞인 고염해수가 주 해일과 함께 

유입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만 바깥쪽으로 부는 바람 ( 로이드)은 성층을 만들고 만 안쪽으

로 부는 바람은 성층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처럼 로이드 동안 생긴 

wind-induced straining의 존재는 무차원 변수들로 증명되었다. 한 허리 인 동안 내린 강우

량은, 체사픽 만의 표면으로 유입되는 담수 효과로 작용하여, 만과 외해 사이에서 외해 쪽으로 

생기는 수평  압력 경도력 발생시킴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륙붕에서의 발생하는 역학이 체사픽 만에 끼치는 향을 조사하 다. 연안과 

평행하게 부는 바람이 에크만 수송의 형태로 만 안 으로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만 안쪽에서의 

바람 향이 이를 보충한다. 한 연안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과 외해를 향해 불어나가는 바람

도 체사픽 만의 해류 순환에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반시계 방향의 바람장이 

륙붕의 남쪽과 북쪽에 서로 다른 해수면 변화를 만들어 남북으로 향하는 수평  압력 경도

력을 발생시킨다. 이는 지구자 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와 바닥 마찰력과 균형을 이루어 체사픽 

만 안 으로 향하는 지형류를 발생시켜 체사픽 만 해류 순환을 억제하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한 허리 인이 지나간 후 얼마나 빨리 체사픽 만이 허리 인  상태로 회복하는지

에 향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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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계 풍 변화에 의한 한국 남해안의 열염 선 

변화 분석을 한 수치실험

김종규, 이상호, 최병주, 정희석

군산 학교 해양학과, BK21 새만  해양환경연구

   가을철 남해는 마난류와 한국연안수 사이의 도차로 인한 경압불안정 발생으

로 인해 선의 사행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마난류의 표층흐름은 계 풍의 변동

에 의해 진폭 변동을 증폭 시킬수 있다고 제안했다(Son et al., 2010).

   3차원 해양수치모델(ROMS)을 수립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 남

해의 순환과 열염 선 변화를 재 하 다. 모델 역은 제주도 서쪽에서 한해  

동쪽까지 남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수평 격자간격을 1 km로 하여 

530x250개 격자로 구성하 으며, 수직으로 20개 격자로 구성된 수치모델을 수립하

다. 개방경계 입력치로서 북서태평양 모델에서 수온, 염분, 해수면 기울기 등을 

공 받았다. 조석은 TPXO6 자료를 사용하 다. 기 입력 자료는 ECMWF를 사용

하 다. 모델에서 사용된 ECMWF의 바람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2일 ~ 15일까지 

서 ~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11월 17일 ~ 26일에는 동 ~ 북동

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ECMWF의 바람자료는 거문도 AWS의 바람

자료와 비교하 을때 유사하게 나타났다. 11월 22일 마난류의 수직 흐름구조를 

살펴본 결과 표층에서는 북향하는 성분이, 층에서는 남향하는 성분이 나타났다. 

표층에서는 마난류수가 Ekman 수송에 의해 연안으로 이동하고 층수가 외해쪽

으로 이동하는 보상 상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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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태풍 특성

임명순
1

, 문일주
1

, 최기선
2

1
제주 학교 해양기상학 동과정, 

2
국가태풍센터

  세계에서 매년 80여개의 열 기압이 발생한다. 그 에 북서태평양에서는 약 26～27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는 3～4개가 직·간  향을 받는다. 하지만 2010년에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체 태풍 발생 수는 14개로 태풍 발생 통계분석을 시작한 1951년 이래 가장 은 발

생 빈도를 기록하 다. 이외에도 2010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에 

많은 특징을 나타낸다. 2010년 하반기(7～12월)에 비해 상반기(1～6월)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

며, 14개 태풍 에 총 6개가 북  20°이상의 비교  고 도에서 발생하 다. 한 11～12월에

는 태풍이 한 개도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해 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기 해 NCEP/NCAR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500hPa 고도장, 외향장 복사, 해수면온도, 200hPa Velocity Potential

을 2010년과 평년(1951-2009)으로 나눠 비교 분석하 다. 그 결과, 2010년의 이러한 특징 인 

태풍 기록은 강한 라니냐 상과 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냈다. 즉, 라니냐로 인해 상반기(1～

6월)는 류활동이 약하 고 연직시어가 커 태풍발생이 억제되었으며 북서태평양고기압이 열

 서태평양까지 남서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류활동이 억제되어 태풍발생이 평년(1951-2009)

보다 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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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측 성자료 배포 시스템 활용 방법  

모바일 웹기술을 용한 성 상검색/표출

              

한태 , 한희정, 배상수, 김호석, 유주형, 양찬수,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 해양 측 성(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의 주  운

기 인 해양 성센터(KOSC, Korea Ocean Satellite Center)는 매일 8번 측되는 GOCI 데

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여 배포정책에 따라 Level 1B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시스템인 자료배포시스템(GDDS, GOCI Data Distribution System)을 개발하 다. GDDS는 

성 상 검색기능을 수행하는 웹서버와 해양 성센터로부터 수신된 해양 성 상 데이터를 

장, 분배하는 기능을 갖춘 다운로드 서버 그리고 이용자에게 다운로드에 한 링크를 제공하거

나 배포 상황을 알려주는 메일서버로 구성되어있다. 이용자는 해양 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 상을 검색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게 되며 이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검색 이후 홈페

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웹기반 다운로드 방법과 다운로드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상을 요

청하여 메일로 다운로드받는 요청자료 분배 방법 그리고 FTP Push 방법을 이용한 기 간 자

료 분배 방법이다. 더불어 해양 성센터에서는 스마트폰을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모바

일 웹페이지를 구축하 다. 해양 성센터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는 성별 산출물 구분에 따른 

상 선택과 날짜 선택으로 성 상의 RGB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즉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상의 경우 이를 요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여수해만에서 HF Radar로 측한 표층 해류의 정확도

김
1

, 임채호
2

, 유학렬
2

, 문홍배
1

1오션테크(주), 2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0년 새로 구축․운  인 여수해만의 HF Radar 측 자료에 한 

정확도를 높이기 해 2회에 걸쳐 APM (Antenna Pattern Measurement)  유속계와 GPS  

Drifter를 이용한 검증조사를 실시했다. 비교자료의 측간격과 도출방식을 HF Radar와 일치

시키기 해 자료를 정시기 으로 ±30분 평균하 다. 두 자료 모두 조시에 따른 창․낙조 형

태는 일치하 으나 유속은 HF Radar가 조  낮게 측되었다. HF Radar와 GPS Drifter의 상

계수는 유향이 0.96 유속이 0.87로 설치 기 APM에 비해 자료가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APM이 자료의 정확도에 크게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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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통  해역의 열수지

양 용1, 최 락1, 이 식1, 서 상2

1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거제도와 남해도 사이에 치하고 있는 통  해역은 많은 패류, 우 쉥이와 미더덕 양식장과 

가두리  정치망 어장이 분포하고 있으나 외해와 달리 기온과 바람 등에 의하여 해양환경이 

격히 변하여 양성하고 있는 양식생물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

황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통  해역에서 수온변동을 포함한 이상조류에 의

한 수산피해가 850건에 17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수온은 태양복사, 장 복사, 열, 잠열과 

이류 등의 에 지 교환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상청의 사량도 지역별상세 기상자료, 국립수산과

학원 실시간 어장환경 정보시스템의 통  해역 자동연속 측 수온자료와 남동해수산연구소의 

통  연안 양식어장 환경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009년의 통  해역 열수지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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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층 뜰 개 ㆍ 인 공 성  해 수 면  고 도 편 차  자 료 로  구 한 

동 해  표 층  지 형 류  변 동 성  분 석

변도성1, 최병주2, 정희석2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군산 학교 해양학과

  인공 성 고도계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6년 동안 일주일 간격으로 동해 표층

해류를 추정하고, 동해 표층해류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객 인 분류 지표를 만들기 하여 시․

공간 으로 변하는 해류 자료에 경험직교함수(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을 실시

하 다. 인공 성 해수면 고도편차 자료를 이용하여 표층 지형류를 계산하기 해서는 평균 해류

장이 필요하다. 평균 해류장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동해를 통과하며 움직인 283개의 표층

뜰개 이동궤 으로부터 구한 속도 자료를 사용하 다. 먼 , 동해 표층을 이동한 표층뜰개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 별 평균 해류 분포를 구하고, 각 격자 에서 ,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해류 벡터장을 평균하여 동해 표층의 평균 해류장을 계산하 다. EOF 분석은 시․공간 으로 

존재하는 자료의 변동성 에서 시간 으로 함께 변하는 변동성을 통계 으로 가장 큰 것부터 찾

아 공간  크기 분포(EOF) 특성에 따라 모드(mode)로 나 고, 각 공간   분포특성의 시간 인 

변동(amplitude time series)을 찾아낸다. 16년 동안의 해류 변동성을 EOF 분석하 을 때, 제 1 

모드는 동한난류가 한국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경로와 세기의 변화를 표 하 다. 그리고 제 2 

모드는 해류가 동해 남부지역을 사행하는 경로 변화를 나타냈다. 이처럼 인공 성 고도계로부터 

얻은 해수면 고도편차 자료와 표층뜰개 자료는 동해의 장기 해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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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수로에서 S2와 K1 조류분조 조화상수의 월변동성 완화

변도성1, 조창우2, 이은일1, 임세한3

1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2지오시스템리서치 연안해양공학부

3해군사 학교 해양학과

  수로에 치한 인천 갑문 조류신호소에서 2년(2006-2007년)간 측한 유속과 해수면 자료

를 월(29일)별로 조화분석하여 주요 분조인 S2와 K1분조 조화상수의 월별 변동 특성을 살펴보

았다. 뚜렷한 반년주기의 월변동성을 갖는 조석 S2와 K1분조의 조화상수와 달리, 조류 S2분조의 

진폭과 지각의 월별 변동성은 최  약 20 cm s
-1

와 40°이상으로 반년 주기의 사인(sine)함수 형

태를 갖는 반면에, K1분조는 최  약 6 cm s-1와 45°이상의 차이를 갖지만 뚜렷한 주기성을 보

이지 않았다. 단기 측자료에서 얻어진 조화상수를 이용한 조류 측 정확도 향상과 련하여 

조류 조화분해결과를 이용한 추정법, 조석 조화분해결과를 이용한 추정법, 평형조석 이론

(equilibrium theory)을 기반으로 하는 Schureman 추정법을 사용하여 이들 조화상수의 월변동

성 완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들 방법 모두 추정계수가 조석의 추정계수와 유사하고 규칙 인 

월변동성을 보인 조류 S2분조 조화상수의 월변동성은 만족스럽게 완화시킨 반면, 변동성이 불규

칙 인 조류 K1분조에 해선 그 지 못하 다. 만족스런 조화상수 변동성 완화효과를 보인 조

류 S2분조의 경우 Schureman 추정법과 Foreman 추정법 사이에 완화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

으나, S2분조와 K1분조 모두 만족스런 결과를 보인 조석과 달리 조류 K1분조의 경우 

Schureman 추정법은 변동성 완화효과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들 추정법을 사용하여 단기 유

속 측자료의 조류 K1분조 조화상수를 보정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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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simulated from an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박태욱, 장찬주

한국해양연구원

Introduction
Freshwater flux by Changjiang river discharge (CRD), precipitation, evaporation, and inter-ocean 

water mass exchange (e.g., Kuroshio intrusion) control sea surface salinity in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YECS). The role of the CRD as a major freshwater contributor has been widely 
investigated from observations (e.g., Siswanto et al., 2008) and numerical simulations (e.g., Chang 
and Isobe, 2003; Moon et al., 2009). However, few studies investigate the roles of surface 
freshwater flux (i.e.,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or saline water inflow from Kuroshio intrusion. 
The primary reason is that it is hard to conduct long-term observations of volume transports and 
hydrography of the strait-through flows and Kuroshio intrusion that veers over the shelf break of 
the YECS. Moreover,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obtain concurrent measurement for both surface 
freshwater fluxes into the YECS and freshwater advection. Hence, the global 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 (OGCM) is helpful for estimating volume and freshwater transports by the 
strait-through flows (i.e., currents through the Taiwan Strait and the Korea Strait) and Kuroshio 
intrusion, as well as surface freshwater flux.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eshwater 
budget in the YECS using a global OGCM with regional focus on the YECS.

Model and Methods

Experiment
 A global OGCM, Max Planck Institute Ocean Model (MPI-OM) with regional focus on the 

YECS, is used. The model is initialized with the annual mean temperature and salinity from the 
Levitus et al. (1998) monthly climatology. Initially, the model is spun up for 400 years using the 
OMIP forcing with surface salinity restoring to the Levitus climatology. Then, additional 40-year 
integrations are carried out with 1960 atmospheric forcing from ERA-40 and the observed CRD in 
1960. Experiment is performed by taking year-to-year variations over 42 years into account for both 
surface forcing and CRD.

Volume Transport
 Volume transport (V) through a given section (i.e., volume transports through the Taiwan Strait 

and the Korea Strait, and the Kuroshio intrusion) is defined as follow.
 



      

                                                               (1)

 
where vn is the current speed perpendicular to the section.
 
 Section (A) and (B) in Fig. 1 show the Taiwan Strait and the Korea Strait, respectively. The 

Kuroshio inflow through the East Taiwan Channel up to 124°E (C) and across the shelf break 
along the 200 m isobaths (D) are defined as the Kuroshio current and the Kuroshio intrusion, 
respectively.

 
Freshwater Transport

 Freshwater transports through the Taiwan and the Korea Straits, and across the shelf break along 
the 200 m isobaths are estimated. Equation (2) estimates freshwater transport (F) through a section 
A. This formula can calculate freshwater budgets in the confined seas (e.g., Condron et al., 2009).

 

    



  
                                                          (2)

 where S is salinity in a given section, v is the velocity of current perpendicular to the section, 
and Sref is reference salinity (e.g., 33.8 psu in this simulation), which is the averaged salinity in the 
YECS.

Results
 Seasonal variations of freshwater budget that is estimated from volume and freshwater transports 

are depicted (Fig. 2).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are integrated over the YECS shallower than 200 
m isobaths connecting Taiwan and Japan. Input forcing field prescribes precipitation (gray solid 
line), while model physics calculate evaporation (black solid line). The modeled evaporation is 
generally close to that of the ECMWF data, except that the model overestimates the evaporation 
from September through March. Precipitation exhibits seasonal variation with high values in summer 
and a minimum in winter, with an annual mean of 0.026 Sv. The amount of precipitation is as 
large as CRD; the annual mean of CRD is 0.028 Sv. Evaporation varies seasonally, i.e., it is weak 
in summer and strong from autumn to winter, thereby causing precipitation minus evaporation (P-E) 
to be negative from September to the following March. Thus, the YECS gains freshwater in 
summer (dotted line) due to both positive P-E and CRD, while it loses freshwater in winter mainly 
as a result of excessive evaporation rather than precipitation.

 Figure 3 shows seasonal variations of the freshwater advection through the Taiwan and the 
Korea Straits, and by the Kuroshio intrusion. Since volume transports of the Taiwan Warm Current 
and the Kuroshio are given positive signs when they intrude into the YECS, negative freshwater 
transport for the Taiwan Warm Current (dotted line) and Kuroshio intrusion (thick line) indicate that 
water with salinity higher than the reference salinity is transported into the YECS. Thus, Fig. 3 
indicates that both the Taiwan Warm Current and the Kuroshio intrusion supply more saline water 
to the YECS throughout the year. Freshwater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has a positive value 



throughout the year, which indicates that more saline water flows out of the YECS. In all seasons 
except for summer, more saline water flows out of the YECS through the Korea Strait. Residual of 
freshwater transport through the Taiwan and the Korea Straits and by the Kuroshio intrusion is 
defined as the freshwater advection (thick line). As shown in the figure, freshwater advection 
contributes to supplying more saline water into the YECS particularly in summer, which is 
accomplished mainly by the Kuroshio intrusion. In contrast, freshwater advection in the other 
seasons is less important because the inflow of more saline water by both the Taiwan Warm 
Current and the Kuroshio intrusion is almost balanced by the outflow of more saline water through 
the Korea Strait.

 The seasonal cycle in the freshwater budget (Fig. 4) compares the surface freshwater flux and 
freshwater advection in the YECS. The figure shows that both CRD and surface freshwater flux is 
responsible for freshwater gain in the YECS in summer, while freshwater advection supplies higher 
salinity water into the YECS. In winter, surface freshwater loss determines total freshwater loss, 
whereas the role of freshwater advection is less important. Schematic diagrams (Fig. 5) illustrates 
freshwater budget in summer and winter in the YECS and summarizes quantitative estimation of 
each component for freshwater budget. The negative values of freshwater transport imply transport 
of more saline water than the averaged salinity in the YECS. In summer (June-July-August), both 
CRD and surface freshwater flux are major freshwater sources, while Kuroshio intrusion supplies 
saline water. In winter (December-January-February), freshwater loss through evaporation on the sea 
surface is dominant with a net freshwater loss of 0.0529Sv. Positive net freshwater budget in 
summer (0.039Sv) is compensated with negative net freshwater budget in winter (-0.042Sv), which 
balances annual mean of freshwater budget (Fig. 5c).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of freshwater component on the freshwater budget in the YECS 

using global OGCM. In summer, freshwater inflow from Changjiang and positive precipitation minus 
evaporation (P-E) dominates saline water inflow from Kuroshio intrusion, resulting in freshwater 
gain in the YECS. In winter, freshwater outflow from negative P-E and saline Kuroshio intrusion 
dominates freshwater inflow from CRD, resulting in freshwater loss in the YECS. This study 
suggests that surface freshwater flux that has distinct seasonality contributes to seasonal variation of 
freshwater budget in the YECS, although the annual mean of precipitation and evaporation is 
balanced each other. Based on understanding surface freshwater flux and Kuroshio intrusion as 
important freshwater contributor, future studies need to elucidate response of the YECS to 
freshwater components focusing on the year-to-year variability that is relevant to monsoons and 
ENSO.



Fig. 1. Topography (m) and four transects (A, B, C, D) for calculating the 
inter-ocean volume and freshwater transports.

Fig. 2. Seasonal variations of surface freshwater flux 
components in Sv. Each component is integrated over the 
inner shelf of 200 m deep in the YECS.

Fig. 3. Seasonal variations of inter-ocean freshwater 
transports in Sv. Positive values for transport through the 
Korea Strait indicate outflow of more saline water with 
respect to the averaged salinity in the YECS. Negative 
values for transports through the Taiwan Strait and by the 
Kuroshio intrusion indicate inflow of more saline water 
than the averaged salinity in the YECS.



Fig. 4. Seasonal variations of freshwater transports through 
the surface (gray dashed line) and freshwater advection 
(black dashed line). Black solid line indicates total 
freshwater transport in Sv.

Fig. 5. Schematic diagrams of freshwater budget (in Sv) in (a) summer, (b) winter, and (c) annual mean. 
Arrows indicate volume transport and values means freshwate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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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해색위성(GOCI)의 대기보정 알고리즘 연구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for the GOCI

              

안재현, 유주형, 박영제, 오임상
*

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요 약

 GOCI(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is a payload of the geostationary satellite.

In the case of GOCI, the satellite zenith angle of the observation area is about from 30 to 55 

degrees, and this causes an increment of average viewing optical path than the polar orbit 

satellite. Furthermore, in the case of GOCI observation area, clear and turbid water exist at 

the same time. For the reason above, the GOCI adopted a new atmospheric corr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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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연직 혼합 모수화에 따른 해양-태풍 합 

모델의 민감도 분석

 

서옥희, 강 우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해양은 태풍의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으로 해표면 수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 지를 받아 보다 강한 태풍이 발생하며, 태풍이 발달할수록 그 경로를 

따라서 태풍 심 주변의 해표면 수온이 낮아진다. (Gallacher, et al., 1989). 이 게 

낮아진 수온은 결과 으로 해양에서 태풍으로 달하는 에 지를 감소시켜 태풍의 

발달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과 태풍의 상호작용은 해양 상층부의 연직구조에 의하여 조 된다. 해양 순환 

모델에서 수온의 연직구조는 연직 혼합 모수화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해양-태풍 

결합 모델의 경우 해양 모델의 연직 혼합 모수화가 태풍의 진로  발달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해역을 상으로 해양-태풍 결합모델을 수립하고, 2004년에서 2008년에 발생한 

15개의 태풍을 사례로 하여 서로 다른 해양 모델의 연직 혼합 모수화(K-Profile 

Parameterization (KPP), Mellor-Yamada (MY) level 2.5 turbulence closure model,  

NASA Go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 level 2 scheme)에 한 해양과 태

풍의 반응 민감도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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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의 효과 인 탁도 추정을 한 

알고리즘 상호 비교 연구 연구

민지은,  유주형,  안유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부유퇴 물질의 농도 값  분포 패턴의 분석은 해양의 환경, 특히 연안에서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매우 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 연안과 같이 탁도가 매우 높고 계   

해류의 향을 많이 받는 해역에서의 효과 인 리를 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2010년 6월 세

계 최 로 정지궤도에서 해양을 측할 수 있는 센서인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가 COMS (Communication,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성에 탑제되어 올려

졌고 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하루 8번 측하고 있다. GOCI 자료를 이용하여 부유물질의 

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표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으나 탁도가 놓은 연안 해역에서는 잘 맞

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CI와 비슷한 밴드 특성을 갖는 MODIS 자료

에 해 개발된 연안용 SS 분석 알고리즘들을 비교하고 GOCI 성자료에 용하여 우리나라 

연안 탁도 분석에 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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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이 1, 임채호2, 유학렬2, 강태순1, 남수용1, 
1(주)지오시스템리서치, 2국립해양조사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을 야기하여 연안역에 심

각한 재해유발을 가속  증 시키고 있다. 이에 응하기 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연안재해취

약성 평가체계(Coastal Disaster Assessment System)를 2010년에 부산과 여수를 상으로 구

축하 다. 본 평가체계는 연안의 물리 인 외력에 의한 재해를 평가하는 연안 험취약지수

(Coastal Hazard Vulnerability Index, CHVI), 연안의 환경, 생태학 인 상태에 해 평가하는 

연안환경취약지수(Coastal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CEVI), 그리고 연안의 사회, 경

제 인 상태에 의한 연안의 지속가능 개발여부를 평가하는 연안지속가능개발지수(Coast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CSDI)를 정의하고, 각 지수에 한 평가방안을 수립하 다. 

이를 통해 재해인자별로 DB를 구축하고 취약정도를 정량 으로 분석, 평가하여 각각의 취약지

수를 도출하 다. 도출된 지수는 GIS기반 시스템에서 각 지수  인자별 1등 (안 )부터 5등

(취약)까지 등   평가결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취약등 에 따른 응, 감  

응방안을 표출하도록 하 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4년 까지  연안 141개소에 한 평가체

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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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flagellated 

Pharyngomonas kirbyi, a deep-branching, halophilic 

heterolobosean (Heterolobosea; Excavata)1

Jong Soo Park
a

, Alastair GB Simpson
b

a
경북 학교 생명과학부

b
Department of Biolog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The tetraflagellate genus Pharyngomonas (also known as Macropharyngomonas 

nomen nudum) is among the most commonly reported morphotypes of halophilic protozoa.  

However, detailed studies of Pharyngomonas (= Macropharyngomonas) have never been 

reported.  We have isolated two strains of Pharyngomonas kirbyi, SD1A and AS12B, from 

300‰ and 210‰ salinity waters from the USA and Australia, respectively.  In laboratory 

culture both strains could be grown in at least 200‰ salinity media, but neither grew in 5

0‰ salinity media, confirming the designation of this organism as an obligate halophile.  

Our 18S rDNA phylogenies confirm that Pharyngomonas is the same entity as 

Macropharyngomonas, and represents the deepest known branch in the heterolobosean 

lineage. Like typical heterolobsean taxa, Pharyngomonas kirbyi strain SD1A has 

flattened/discoidal cristae, and lacks conspicuous Golgi dictyosomes. It also has a 

heterolobosean ‘double bikont’ flagellar apparatus, with two right roots, each associated 

with an ‘I’ fibre and part of a complex that is probably homologous to the heterolobosean 

rhizoplast. One right root splits shortly after its origin, and supplies most of the 

microtubules supporting both the ventral groove, and the sub-anterior cytopharynx. 

Interestingly, Pharyngomonas has several potentially ancestral featur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ypical excavates, but not found in any other Heterolobosea, including 

elongated left roots associated with multilayered ‘C’ fibres, orthogonal basal bodies, and a 

spur structure that might represent a ‘B’ fibre homolog. Pharyngomonas is therefore of 

considerable evolutionary importance as a deep-branching, and plesiomorphic heterolobosean.

1Park, J. S. and A. G. B. Simpson, Characterization of Pharyngomonas kirbyi (= “Macropharyngomonas 

halophila” nomen nudum), a very deep-branching, obligately halophilic heterolobosean flagellate, Protist, 2011,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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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odiniellum shiwhaense n. gen., n. sp., 

(Gymnodiniaceae) from the coastal waters of Korea: 

morphology and ribosomal DNA gene sequence.

              

강남선
1

, 정해진
1

, Moestrup Øjvind
2

, 박태규
3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Biological Institute, Section of Phycology, University of Copenhagen,

       3한국해양연구원 남해수산연구소

 본 문 :

The heterotrophic dinoflagellate Gyrodniellum shiwhaense n. gen., n. sp. is described from 

live cells and from cells prepared for light, scanning electron,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lso, sequences of the small subunit (SSU) and large subunit (LSU) of rDNA have 

been analyzed. 

The episome is conical, while the hyposome is ellipsoid. Cells are covered with polygonal 

amphiesmal vesicles arranged in 16 horizontal rows. Unlike other Gyrodinium-like 

dinoflagellates, the apical end of the cell shows a loopshaped row of 5 elongate amphiesmal 

vesicles. The cingulum is displaced by 0.3--0.5 x cell length. Cells that were feeding on the 

dinoflagellate Amphidinium carterae Hulburt were 9.1--21.6 μm long and 6.6--15.7 μm wide. 

Cells of G. shiwhaense contain nematocysts, trichocysts, a peduncle, and pusule systems, but 

they lack chloroplasts. 

The SSU rDNA sequence is > 3% different from that of the 6 most closely related species: 

Warnowia sp. (FJ947040), Lepidodinium viride Watanabe, Suda, Inouye,  Sawaguchi & Chihara, 

Gymnodinium aureolum (Hulburt) Hansen, Gymnodinium catenatum Graham, Nematodinium sp. 

(FJ947039), and Gymnodinium sp. MUCC284 (AF022196), while the  LSU rDNA is 11--12% 

different from that of Warnowia sp., G. aureolum, and Nematodinium sp. (FJ947041). The 

phylogenetic trees show that the species belongs in the Gymnodinium   sensu stricto clade. 

However, in contrast to Gymnodinium spp., cells lack 3 nuclear envelope chambers and a 

nuclear fibrous connective (NFC). Unlike Polykrikos spp., cells of which possess a 

taeniocyst-nematocyst complex, G. shiwhaense has nematocysts but lacks taeniocysts. It differs 

from Paragymnodinium shiwhaense Kang, Jeong, Moestrup and Shin by possessing nematocysts 

with stylets and filaments. Gyrodniellum shiwhaense n. gen., n. sp. furthermore lacks ocelloids, 

in contrast to Warnowia spp., Nematodinium spp., and Proterythropsis spp.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data, we suggest that the taxon represents a new species within a 

new 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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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cate mixotrophic dinoflagellate Fragilidium 

duplocampanaeforme: feeding, prey specificity and 

allelopathy

 

              

Miran Kim, Myung Gil Park

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summer to autumn of 2008, a recently described thecate mixotrophic dinoflagellate, 

Fragilidium duplocampanaeforme, occurred in Masan Bay, Korea where it frequently 

contained bright orange fluorescent inclusions. Using cultures of F. duplocampanaeforme 

isolated from Masan Bay, we investigated feeding, prey specificity and allelopathy of this 

mixotroph. F. duplocampanaeforme fed exclusively on Dinophysis spp. when offered a 

variety of prey including dinoflagellates, a rephidophyte, a cryptophyte, a ciliate and diatoms 

separately. In addition, F. duplocampanaeforme had allelopathic effects on other organisms, 

including cell immobilization/ motility decrease(in D. acuminata, D. caudata, D. fortii, D. 

infundibulus, Gonyaulax polygramma, Heterocapsa triquetra, Prorocentrum triestinum), 

breaking of cell chains(in Cochlodinium polykrikoides), cell death(in P. minimum) and 

temporary cyst formation(in Scripsiella trochoidea). F. duplocampanaeforme engulfed whole 

Dinophysis cells through the sulcus. About 1 h after ingestion, F. duplocampanaeforme 

became immobile and shed all thecal plates. The ecdysal cyst persisted for about 7 h, 

during which the ingested prey was gradually digested.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F. 

duplocampanaeforme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nophysis population dynamics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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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Actin Gene Family in Dinoflagellates: 

Implications for phylogeny 

              

Sunju Kim1, Tsvetan R. Bachvaroff1, Sara M. Handy2, Charles F. 

Delwiche
2

1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dgewater, Maryland
2Department of Cell Biology and Molecular Genetics, University of 

Maryland

Dinoflagellates have unique nuclei and intriguing genome characteristics with 

very high DNA content making complete genome sequencing difficult. In 

dinoflagellates, many genes are found in multicopy gene families, but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these gene families are poorly 

understood.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gene family evolution in dinoflagellates 

requires comparisons at different evolutionary scales. Studies of closely related 

species provide fine-scale information relative to species divergence, whereas 

comparisons of more distantly related species provides broad context. We selected 

the actin gene family as a highly expressed conserved gene previously studied in 

dinoflagellates. Of the 142 sequences determined in this study, 103 were from the 

two closely related species, Dinophysis acuminata and D. caudata, including full 

length and partial cDNA sequences as well as partial genomic amplicons. For these 

two Dinophysis species, at least three types of sequences could be identified. Most 

copies (79%) were relatively similar and in nucleotide trees, the sequences formed 

two bushy clades corresponding to the two species. In comparisons within species, 

only eight to ten nucleotide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se copies. The two 

remaining types formed clades containing sequences from both species. One type 

included the most similar sequences in between-species comparisons with as few as 

12 nucleotide differences between species. The second type included the most 

divergent sequences in comparisons between and within species with up to 93 

nucleotide differences between sequences. In all the sequences, most variation 

occurred in synonymous sites or the 5′UnTranslated Region (UTR), although there 

was still limited amino acid variation between most sequences. Several potential 

pseudogenes were found (approximately 10% of all sequences depending on species) 

with incomplete open reading frames due to frameshifts or early stop codons. 

Overall, variation in the actin gene family fits best with the "birth and death" 

model of evolution based on recent duplications, pseudogenes, and incomplete lineage 

sorting. Divergence between species was similar to variation within species, so that 

actin may be too conserved to be useful for phylogenetic estimation of closely 

relat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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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and nuclear ribosomal DNA sequences of Prorocentrum 

koreanus sp. nov. from the Korean and Japanese coastal waters, and 

comparing with Prorocentrum micans (Prorocentrales, Dinophyceae) 

 

Soo-Yeon Cho and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Republic of Korea 

 

We have re-examined Prorocentrum micans using light microcsopy (LM)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n addition to molecular phylogenetic analyses of large subunit 

(LSU) rDNA. Also, we report a new species Prorocentrum koreanus which was confirmed 

from morphological evidence and rDNA sequence data with phylogenetic analysis. 

Compared to the original description of P. micnas, the new observations revealed it to 

possess three types of trichocyst pores with one type of poroids. Observations with LM and 

SEM of geologically different four populations of P. micans showed marked differences in 

shape and micro-ornamentation of valves from new species, P. koreanus which was isolated 

from three different populations. In P. koreanus, the overall cell shape, morphology of 

trichocyst pores and dimensions of poroids are distinct from P. micans. P. koreanus has 

protruding trichocyst pores on posterior/anterior margins and smaller poroids on posterior 

than mid-anterior part, whereas P. micans has no protruding and constant sized on poroids. 

Moreover, the number and distribution of trichocyst pores in the periflagellar area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species, a line of 6-10 pores in the ventral side on both valves in P. micans 

and 3-8 pores in P. koreanus. The LSU rDNA sequence divergence between P. micans and P. 

koreanus was 1.7~1.8%. Futhermore, the ITS/5.8S rDNA was shown 9.2~9.9% divergence. 

A phylogeny based on LSU rDNA including four strains of P. micans and three strains of 

new species, P. koreanus was branched with high support in a Prorocentrum clade, and 

separated each other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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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 도 태평양에 출 하는 Oncaeidae 과 (요각강, 검물벼룩목)의 

분류학  연구

              

조규희
1
, 김웅서

2
, 이원철

1

1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2 
한국해양연구원 여수엑스포사업단

 본 문 : 북동 도 태평양에 우  분류군의 하나인 Oncaeidae 과의 분류학  연구를 실

시하 다. 본 연구에서 총 4속 24종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Oncaeidae 과 계통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출 한 24종은 11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Oncaea 속은 11종이 6개의 

그룹으로, Triconia 속은 11종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Spinoncaea 속과 Monothula 속

이 각각 1종씩 출 하 다. 

   출 한 그룹  Oncaea 속의 atlantica 그룹과 notopus 그룹의 종은 Oncaeidae의 다른 

종들과는 비교되는 새로운 형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atlantica 그룹의 종은 몸의 총 길

이가 300 ㎛ 이하로 매우 작고, 유 지의 형태  강모식이 매우 독특하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유 지의 외지 외측 아말단 가시 (outer subdistal spine)가 없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유 지의 내지의 세 번째 마디의 가시(spine) 형태 신 강모(seta) 형태가 존재하는 

특징을 갖는다. 두번째로 notopus 그룹의 종은 P5의 마디가 다른 종들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며, 생식 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배면에 돌출된 형태가 찰된다. 한 본 연

구에서 출 한 notopus 그룹의 O. prolata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유 지의 기 (coxa) 

안쪽에서 작은 강모가 처음 발견되어 다른 Oncaeidae 과의 종들과 다른 형질을 포함하

다. 

   Böttger-Schnack (1999)가 P2-P4의 내지 세 번째 마디의 끝부분에 원추형 돌출부

(conical process)를 가진 종들을 Oncaea 속에서 Triconia 속으로 나  것과 마찬가지로, 

에 설명된 특징들에 의하여 atlantica 그룹과 notopus 그룹은 Oncaea 속에서 분리되어 

신속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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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산항에서 선박평형수에 유입된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재성장능력

백 승호, 장민철, 장풍국,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부산항, 대산항)에 입항하는 국제선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내 환경요인과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조성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생물

활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선박평형수의 기원은 중국(3지역), 일본(3지역), 싱가폴 등

이였다. PCA분석에서도 생물지리역이 다른 선박평형수의 환경인자와 우리나라 항

만 주변수의 환경인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종과 현존

량을 바탕으로 한 Cluster분석에서도 각 선박의 기원에 따라서 유사성이 낮게 구분

되었다. 선박평형수의 체류시간과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r=0.35),출현종수(r=0.63)

는 음의 상관성을 관찰하였다. 7척의 선박평형수내 구성종은 규조류, 와편모조류, 

규산질편모조류 순으로 나타났다. ShuiShan(2)선박평형수내 유입된 식물플랑크톤 

성장은 어떤 수온 조건에서도 선박평형수 실험구에서는 성공적인 재성장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수온이 15와 20˚C 의 영양염을 첨가한 F/2 실험구와 영양염을 첨

가하지 않은 주변수 실험구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물활성능이 현저히 높았고, 그들

은 S. costatum 와 T. pseudonana 로 구성되었다. 염분 구배실험에서 담수종은 

0-5 psu에서, 기수종은 10-20 psu, 해수종은 20-30 psu에서 각각 적응하여 염분

구배에 따른 우점종이 뚜렷히 구분되었다. 그중, S. costatum는 넓은 범위의 염분

농도(10-30 psu)에 적응가능하였고, 이 생물의 종특이적인 생물활성능력은 우리나

라 항만과 연안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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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과 2010년에 나타난 열 태평양 규모 

식물 랑크톤 번성 비교

              

윤주은1,2, 장찬주1, 박지수1, 유신재1

1한국해양연구원
2과학기술연합 학원 학교 해양생물학과

열 태평양 식물 랑크톤 번성은 엘니뇨/라니냐에 수반된 해류, 용승 등의 변화에 연 되어 

나타난다. 특히 라니냐 시기에는 도해류와 용승이 강화되고 양염을 수송하는 도잠류가 

상층에 더 가깝고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동태평양 상층에 양염 공 이 늘어나 식물 랑

크톤번성이 발생한다. Oceanic Niño Index(ONI)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엘니뇨는 97/98, 

02/03, 04/05, 06/07, 09/10년에 발생했는데, 이  강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환된 해는 

1998년과 2010년이다. SeaWiFS 해색자료에 의하면 1998년과 2010년은 동서방향으로 최  

4000km 규모의 높은 엽록소 분포가 나타났으며, 시․공간 으로 차이를 보 다. 먼  1998년

의 엽록소 농도는 서태평양에서 2월부터 6월까지, ․동태평양에서 6월부터 8월까지 높게 나

타났는데,  11월에  한 번 높아졌다. 2010년에는 서태평양에서 4월부터 차 농도가 높아졌

고, ․동태평양에서 5월부터 두 달간 높게 나타났다가, 9월에  한 번 증가했다. 본 발표에

서는 1998년과 2010년 엽록소의 시․공간  분포의 차이를 해양혼합층과 유 층 깊이, 용승, 

해류 등의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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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에 출 하는 동물 랑크톤의 시․공간  분포

김동욱, 윤석 , 오 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이 연구는 마산만에서 출 하는 동물 랑크톤의 종조성과 분포를 시․공간 으로 악하고, 

군집의 변화와 환경요인과의 계를 이해하기 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계 별로 

총 13개 정 에서 조사되었다. 동물 랑크톤은 총 26종 20개 분류군이 출 하 으며, 개체수는 

각 정 에서 401～351,116 ind. · m
-3

의 범 로 나타나 시․공간 으로 큰 변동을 보 다. 우

군의 경우, 수온 상승과 육수의 유입이 많은 여름철에 Noctiluca scintillans와 지각류인 

Evadne tergestina가 량으로 출 하 으며, 겨울철에는 연안해역에서 우 하는 요각류인 

Acartia omorii와 Acartia hudsonica가 출 하 다. 조사 해역  소모도 서북쪽 내만수역과 

동남쪽 외부수역에서 출 하는 우 군이 차이를 보 으며, 각 해역의 정 별 우 군도 종과 비

율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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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dynamics of various ribotypes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using novel development of Real-Time PCR 

assay based on EvaGreen
 

              

박범수, 한명수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Cochlodinium polykrikoides population was composed of three ribotypes which were “East 

Asian (Korean/Japanese)” ribotype, “Philippines” ribotype and “American/Malaysian” ribotype 

(Iwataki et al. 2008).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rapid, simple, sensitive and economic format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assay based on a new DNA-binding dye, 

EvaGreen to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various ribotypes of C. polykrikoides.

Ribotype-specific primers to C. polykrikoides were designed to target the Large subunit 

ribosomal RNA region. Primer specificities were tested via BLAST searches. In addition, 

specificity was verified using empirical tests, including competitive PCR. The qRT PCR assay 

analyzing Ctvalueandthelogofcopynumbershowedasignificantlinearrelationship(r2≥0.99). Melting 

curve analysis has one informative peak. Using qRT-PCR assay, two ribotypes of C. 

polykrikoides (Philippines and East Asian) were detected in Southern Korean coastal water. C. 

polykrikoides of Philippines ribotype was distribute`d from early August to November and has 

high copy number in summer period (temperature 24~26℃, Salinity 32.4~32.5 psu). On the other 

hand, C. polykrikoides of East Asian ribotype was detected after September and had high 

abundance from late October to early November (temperature 17.5~18.5℃, Salinity 33.8 psu). NP 

ratio and pH were important factors on both ribotypes of C. polykrikoides. According to result, 

it is able to provide a clue about C. polykrikoides long-term bloom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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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dynamics of the microalgae Gymnodinium 

catenatum and Gymnodinium impudicum (Dinophyceaes) 

using EvaGreen-based quantitative Real-Time PCR assay

              

박범수, 한명수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Gymnodinium catenatum and G. impudicum are difficult to identify in water samples because of 

their morphological similarity. This fact represents a serious problem in understanding population 

dynamics because both species usually appear at the same time and location. In this study, we 

developed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assay based on a new 

DNA-binding dye, EvaGreen that is a rapid, simple, sensitive and economic format.

 Species-specific qRT PCR primers to G. catenatum and G. impudicum were designed to target 

the ITS2 rDNA intergenic region. Primer specificities were tested via BLAST searches. In 

addition, specificity was verified using empirical tests, including competitive PCR. The qRT PCR 

assay analyzing Ctvalueandthelogofcopynumbershowedasignificantlinearrelationship(r
2
≥0.998).G. 

catenatum and G. impudicum were not detected in Mi-jo harbor and Mul-gun harbor via light 

microscope. In contrast, when the qRT-PCR assay was used, G. catenatum and G. impudicum 

were detected and quantified in both sampling sites. Both species were distributed during a 

research period (August-November) and had a similar population dynamics pattern. According to 

redundant analysis, pH (8.0~8.2) was informative growth factor on G. catenatum abundance and 

pH (8.0~8.2), temperature (24.5~25.5℃), salinity (32.8~33.2 psu) and N/P ratio (12~16) affect to G. 

impudicum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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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innid species as biological sensors for monitoring 

the Kuroshio Extension in Korean coastal waters

김 옥, 장풍국, 황옥명, 김응, 양은진, 노재훈,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Tintinnids are the best planktonic indicators of mass water mov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seasonal and annual fluctuations of the effect of the Kuroshio Current on 

southern Korea coastal waters by monitoring tintinnids using three approaches: monitoring 

from cruises traveling from the warm pool in the Northwestern Pacific to the 

Korea/Tsushima Strait; biweekly and monthly monitoring in the Korea/Tsushima Strait; 

and daily monitoring in a nearshore site off southern Korea. These observations showed 

annual pulses of Kuroshio Current indicator species in the Korea/Tsushima Strait, with a 

maximum number of indicator species recorded in September 2008. The Kuroshio indicator 

species Climacocylisscalaroidesoccurredsimultaneouslyinthe southern Korea nearshore and 

the Korea/Tsushima Strait. Between 2006 and 2009, the greatest Kuroshio Extension in 

Korean coastal areas occurred in September 2008. Sharp declines in species diversity were 

observed in the transition zone between the East China Sea (ECS) Kuroshio zone and ECS 

coastal zone.  Epiplocyloides  reticulata, reported previously as a Kuroshio indicator, was 

considered an ECS indicator species, as it was undetected in the Northwest Pacific central 

zone but was found abundantly in the ECS. Tintinnids with sensitive spatiotemporal 

occurrences can be used as biological sensors to identify the origins of mixed watermasses, 

providing a valuable tool for physical oceanograph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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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미세 극을 이용한 부도 갯벌의 서미세조류에 

의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추정 연구

성    명(권 오, 고철환)

소    속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경기만 부도 갯벌에서 서미세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기 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월별로 산소미세 극을 이용하여 서미세조류 일차생산을 측정하

다. 장 조건에 맞춰 온도, 도 조건을 달리하여 일차생산을 측정하여 - 합성 곡선을 

구하고 측정된 일차생산량을 합성계수 1.2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환산했다. 

장에서 측정한 퇴 물 표면온도와 장 도를 토 로 월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추정했다. 이

산화탄소 흡수량은 12월, 1월이 가장 낮고 4월에 가장 높았으며 월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간 서미세조류 일차생산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52 gC m
-2

 yr
-1

 는 902 gCO2 

m-2 yr-1 다. 다른 지역 갯벌과 비교했을 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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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연안산 남세균을 이용한 생물학  수소생산

- 고효율 수소생산을 한 최  CO 농도의 용 - 

박종우, 안세희, 이원호

  군산 학교 해양학과

 본 연구 은 서양산 남세균 종주 Synechococcus sp. Miami BG043511과 국내 연안산 수소

생산 남세균 종주의 고효율 수소생산조건을 연구하 다. 수소생산 일반조건에서 첨가한 CO의 

농도 별 수소생산량을 근거로, 각 종주에 한 최  CO농도를 도출하 다. 종주 특이 인 최

 온도, 도  세포농도를 용하고, 도출된 최  농도의 CO를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종주

에 따라 수소생산 일반조건 비 2.3~5.8배의 수소생산능을 확인하 다. 특히 국내산 남세균 

CB031 종주에서는 최  수소 양이 2.65 mL H2 flask
-1

이 기록되어, 시험 상 체 종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소생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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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층냉수  해역의 생물 음향산란층의 특성

 Biological sound scattering layer 

around the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KOREA

이형빈a, 강돈 a, 김웅서b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a · 여수엑스포지원단b

요 약 문

 황해 층냉수 (≤10℃)는 황해 고유수 가운데 하나로 황해 생태계 환경에 요한 향을 

다. 층 냉수  해역의 다양한 생태계 상 가운데 하나인 동물 랑크톤의 계 별 수직 이동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음향 산란층(sound scattering layer, SSL) 분포 특성을 조사하 다. 

음향 조사는 2010년 춘계(4월)와 하계(8월) 시기에 층 냉수  앙부에서 24시간 정지 측

을 실시하 다. 사용한 주 수는 38, 200, 420 kHz 으며, SSL과 환경 자료와의 상 성을 비교

하기 하여 CTD를 이용한 환경자료를 취득하 다. 춘계 시기의 SSL은 주간의 경우 해 면 

부근에, 야간의 경우 표층 부근에 존재하는  수층을 이동하는 수직이동 패턴을 보 으며,  

상승과 하강 속도는 각각 0.74, 0.87 m/min 이 다. 수온은  수층에서 약 8℃의 수직 혼합되

어 있었다. 하계 시기 SSL은 주간에 해 면 근처에 존재하지만, 야간에는 수온약층 이하의 수

심까지만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때 SSL의 상승  하강 속도는 각각 0.44, 0.49 

m/min로 춘계 시기에 비해 느린 이동 속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황해 층냉수

 해역에서 SSL은 계 에 따른 수온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수직 이동 형태를 보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서 론

 해양에 존재하는 음향산란층(sound scattering layer; SSL)의 존재는 1940년 반에 처음 알

려졌으며,  세계 해양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SL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생물은 

동물 랑크톤 는 소형 어류이며, 이 층은 해양생물의 먹이 사슬과 연 되는 생태계  수산

학 측면에서 요한 해양 상이다(Medwin and Clay, 1998). 이러한 SSL은  세계 해양에 

분포하며 해양생물학 측면에서 생태계의 이해뿐만 아니라, 어류의 먹이로서 요한 구성 요소

이므로 수산자원 연구 분야에도 고려해야 할 요 해양 요소이다. 황해 층냉수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YSBCW)는 황해 앙부에 생성된 10℃ 이하의 수온과 상 인 고

염(>32 psu)의 수괴로 수직 수온구조의 계  변동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 인 

수직 수온구조의 변동성은 동물 랑크톤의 수직 이동 특성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향 조사를 통해 황해 층냉수  해역에서 SSL의 계 별 주·야 수직이동 특

성을 악하 으며, 이들 SSL 결과를 환경 자료와 비교 분석하 다.

재 료   방법

 음향  생물 조사는 2010년 춘계(4월)와 하계(8월) 시기에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선인 이어도

호를 이용하여 황해 부해역의 층냉수  지역에서 실시하 다. 춘계와 하계 음향 조사에서

층냉수  형성 지 의 1 개 정 (D03)에서 24 시간 연속 측을 하 고, 춘계와 하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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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와 13 개 정 에서 약 30 분간 정  측을 실시하 다(Fig. 1).

          Fig. 1. Location of acoustic surveys; red circle indicates acoustic site for 20-hour 

                 measurement during spring (a) and summer season (b), 2010.

 장 조사에 사용된 음향장비는 생물음향 탐지 시스템으로 입력 변수 제어  음향 자료 송· 

수신은 유·무선으로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BioSonics, 2005; SonarData 2000). 음향 실

험에 사용한 주 수는 춘계 시기에는 38, 200 kHz를, 하계 시기에는 200, 420 kHz를 이용하

다. 음향 센서는 연구선 정선 후, 조사선 측면의 해수면 1 m에 설치하여 음향 신호를 획득하

다(Fig. 2). 실험과 동시에 DGPS를 연동하여 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하 다. 음향신호

는 1 에 1 ping 씩 송·수신하 고, pulse length는 0.5 ms로 설정하 으며, 획득한 SSL 신

호는 음향 자료처리 로그램인 Echoview를 이용하여 신호처리  분석을 하 다(SonarData 

2000). 각 정 의 음향자료 획득과 동시에 CTD를 이용하여 환경자료(temperature, salinity, 

DO, fluorescence)를 획득하 다.

        Fig. 2. Acoustic system, transducers and tow body.

결 과   고 찰

 본 연구는 황해 층냉수 (YSBCW) 해역에서 주·야  계 의 변화에 따른 음향산란층

(SSL)의 수직이동 특성을 음향자료로부터 측정하 다. 측정된 춘계와 하계 음향신호 가운데 

일주기 변화를 악할 수 있는 24 시간 정지 정  자료 가운데 200 kHz 주 수 신호에 

을 맞췄다. 

 Fig. 3은 춘계 시기에 측정된 24시간 정 의 200 kHz에 한 낮과 밤의 음향 echogram의 

이다. 지 시간 12:50의 SSL은 수심 약 60 m 주변에 집 으로 분포하는 특정 수심 의 

SSL 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정 의 수심이 약 90 m이나 이 시간까지 SSL은 60 m까지만 



하강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지 시간 02:30인 야간의 SSL는 표층∼35 m 사이에 

분포하며, 주간과 달리 넓게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며, 음향강도로부터 동물 랑크톤 외의 어

류 치어 등이 혼재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Example of sound scattering layer from YSBCW, Korea.

                   (a: day time, b: night time)

  주·야간 연속 정 인 D03 정 에서 춘계와 추계 각각 20 시간과 26시간 동안 정선하여 연

속 으로 음향신호를 수신하 고, 가상 에코그램 압축 기법을 이용하여 음향자료 처리를 실시

했다(BioSonics, 2005). Fig. 4a는 춘계(4월) 음향조사의 음향산란신호 분석 결과로  수층(7

∼75m)에 걸쳐 SSL의 주·야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음향 산란강도의 크기로 볼 때 소형 어류

등의 신호는 확인 되지 않았다. 일몰 시간시 7∼35 m 사이에서 형과 소형 동물 랑크톤 군

집이 혼재하여 넓게 펼쳐져 나타났고, 일출 시간시 수심 60∼75m 범 에서 음향신호가 측정

되었다. SSL은 체 으로 주간에는 수심 60 이하의 특정 수심 에 집하는 형태를 가지다

가 야간에는 상층부로 이동하면서 넓게 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SSL의 하강 속도와 상승

속도는 각각 0.87과 0.74 m/min으로 확인되었다. 춘계 환경조사 결과 수온은  층에서 8℃ 

후로 수괴가 원활히 수직 으로 혼합되어 있었고, 수층의 형 강도는 표층 부근에서 최고치

를 나타냈다.

 Fig. 4. SSL data(left panels) and oceanography data (right panel) in April 2010 around YSBCW.



  동일한 지역에서의 하계 시기에도 SSL의 주·야 수직이동이 나타났으나, 춘계 시기와는 다

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즉 수심 25m를 기 으로 야간의 이동 특성이 철과는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주간 시간 에는 수신된 음향강도 크기로 보아 동물 랑크톤으로 단되는 SSL

이 65∼85m 까지 넓은 분포 수심을 가지며 분포하며 이때 SSL은 철보다 깊은 이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계 시기에 야간의 SSL은 수심 25m 기 으로 2개의 층으로 분리되는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표층∼25m 수심 에서는 어류, 치어, 동물 랑크톤 등이 혼합된 SSL이 형

성되었고, 수심 25∼60m 범 에서 동물 랑크톤 군집만으로 이루어진  다른 SSL이 측정되

었다(Fig. 5). 25m 이하 수층에 존재하는 SSL의 하강과 상승속도는 각각 0.44 와 0.49 m/min 

춘계에 비해서 이동속도가 느렸고, 이동거리 한 짧았다.

  

      Fig. 5. SSL data(left panels) and oceanography data (right panel) in August 2010 around 

             YSBCW.

춘계 시기와는 다른 하계 시기의 야간에 25 m 수층을 경계로 분리된 SSL의 존재는 해양환경

의 수직 변화에 따른 동물 랑크톤의 수직 이동 특성과 연 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즉, 

춘계 시기에는  층의 수온구조가 혼합되어 생물의 수직 이동 과정에서 수온은 제약 요소가 

아니나, 하계 시기에는 야간에 동물 랑크톤이 표층까지 상승하기 해서는 격한 수온의 수

직구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하계 시기의 야간 SSL 수직 분포에 의하면 25 m 까지만 상승하

고 다시 주간에는 하강하는 구조를 보면 강한 수온약층을 뚫고 로 상승하지 않고 다시 하

강하는 동물 랑크톤이 존재함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음향 조사기법을 이용, 황해 층냉수괴 해역에서의 SSL의 주·야 수직이동을 

하여 확인하 고, 계 별 SSL의 수직 이동 패턴과 수직 수온 구조와의 상 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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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 성 GOCI의 표 자료 검증 결과  

              

문정언*, 손 백*, 유주형*,안유환*,민지은*,안재 *,박 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요약문

세계 최  정지궤도 해색 성인 GOCI는 기존의 극궤도 성과는 달리 한반도를 심으로 동북 

아시아지역을 하루 8회 고정 측하는 성이다. GOCI는 2010년 6월에 발사되어 2011년 상반기 자료 

배포를 해서 재 궤도상 테스트(In-Orbit Test) 이다. 해색 성 GOCI의 표 자료 생성을 해서 

주기 인 GOCI 센서의 학 인 검보정이 수행되어져 왔고, 성자료로부터 분석된 해양환경 자료를 

선박 장 측자료와 비교/검보정을 통한 자료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병행되어져 왔다. 한 정지궤도 

해양 성의 측 해역에 특화된 해양환경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독립 인 기보정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GOCI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궤도상 테스트 기간  수행된 장 측 자료와 성에서 추정된 표 자료(GOCI의 

표 자료는 8개 밴드별 원격반사도 (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클로로필-a 농도, FLH 

(Fluorescence Line Height), 부유물질 농도, 용존유기물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등)와 비교/분석을 실시하 으며, 기존의 극궤도 성에서 얻어진 표 자료와 검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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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the origin of the floating macroalgal blooms 

in Korea during the summer of 2008 and 2009

김근용1, 민지은2, 유주형2, 김 용1

1 남 학교
2한국해양연구원

  Floating macroalgal blooms of Ulva linza occurr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during 

summer of 2008 and 2009. However, the origin and distribution of floating macroalgal 

bloom were unknown. In this study,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and Landsat data were used to reveal the origin and distribution of the floating 

macroalgal blooms in the Korea. The floating macroalgal patches observed in the coast of 

JeJu Island on 2 August 2008 and offshore of eastern Yellow Sea on 25 June 2009 for the 

first time by field survey. The results of trace back origin of these macroalgal patches 

showed that the first appearance of these patches were founded with satellite images on 10 

July 2008 in middle of East China Sea. These macroalgal patches expanded, and moved 

toward Jeju Island from 10 to 28 July 2008 in the MODIS imageries. Furthermore, on early 

June 2009, the floating macroalgal blooms were observed again in the Yellow Sea, China. It 

moved to near the Heuksan Island during early July 2009. The modeled current direction 

data confirmed that the pathway of floating macroalgal patches were consistent with 

surface current flow of Yellow Sea. Our satellite image and field observation data indicated 

that the floating macroalgae patches of Korean coastal waters originated from a near shore 

water of the Jiangsu provin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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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차이에 따른 인천 선재도산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의

철 량폐사 사망률 비교

              

 김성태, 홍재상

인하 학교 해양학과학과

 바지락(Ruditapes philippinarum)의 철 량 폐사 상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 

감소의 원인  한가지로 지목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퇴  환경 차이가 철 량 

폐사 상 에 미치는 향을 비교 하고자 수행 되었다.

 어장별 폐사 상을 비교하기 하여 퇴 상이 서로 다른 인천 선재도의 앞어장, 

불섬어장, 측도어장 세 지역을 선정 하 으며, 량 폐사가 발생했던 2010년 3월과 

4월에 바지락을 채집 하 다. 각 어장의 환경 요인으로 지반경도 측정  입도분석

을 실시하 으며,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기간의 지온과 기온을 측정

하 다.

 사망률은 불섬어장, 앞어장, 측도어장의 순으로 증가 했으며. 치패 보다는 성패에

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 퇴 물의 입도가 세립하고 경도(Compactness)가 낮을수

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입도가 세립하고 경도가 낮아 지반 교란이 상 으로 

심한 퇴  환경이 바지락의 철 량폐사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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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할권 이원 심해 유 자원 근에 한 국제  짐 

형성과 응방안

김선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심해  유 자원(遺傳資源)에 한 국제  심은 1977년 에콰도르 갈라 고스 섬 북서쪽 

200해리 해역 해 열수분출구에서 생물군락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국제사회는 심해역 탐사 

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발달을 매개로 새롭게 발견된 생물종의 유  특징을 분석, 신약  식

품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역에서 인류사회에 공헌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그러

나 심해 유 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상업  가치는 국제법  규범 형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

도국의 새로운 논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재 국가 할권 이원해역 심해  유 자원의 법  지  해석에 한 국제 약으로는 유엔

해양법 약(UNCLOS)과 생물다양성 약(CBD)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는 유 자원에 한 

구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심해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제11부 역시 물자원에 국한하

고 있다. 반면, CBD 약은 국가 할권 내측 유 자원에 한 규정에 제한 이라는 에서 국

가 할권 이원 유 자원에 한 국제법  규범은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단된다. 

심해유 자원을 둘러싼 국제  논쟁은 크게 기술  역량을 보유한 선진국과 자원에 한 국

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립양상으로 개되고 있다. 기술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심해 유 자원이 공해 생물로서 공해의 자유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개도국 그룹은 심해 유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의 측면에서 근되

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심해 유 자원에 한 근을 유엔해양법 약 제13부가 규정하

는 해양과학조사 련 규범의 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국가는 행 국제법 

체계에서 심해 유 자원을 다루는 규범은 없다고 보아 새로운 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   지속가능한 

이용에 한 실무작업반회의”를 3차례 진행한 바 있으나, 여 히 심해  자원 근과 사용에 

한 두 그룹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물론 유 자원을 규율하기 한 국제사

회의 한 진 도 있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약 당사국 회

의에서는 “유 자원에 한 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에 한 의정서(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고, 국가 할권 내측 유 자원의 근에 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간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 의정서는 여 히 생물다양

성 약의 용범 에 하여 용된다는 에서 국가 할권 이원인 심해 유 자원을 포 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바이오 기술 개발을 주요 국가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할권 내측 유 자원 근을 해 자원부국과의 력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가 할권 

이원 심해 유 자원에 한 국제  짐 형성에 극 참여, 아국의 략  이해에 따른 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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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S rRNA gene sequences detected by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in the East Sea during 

2007-2009

장 일, 황청연, 조병철

미생물 해양학 연구실, 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We studied the prokaryotic community composition in the water column in the East Sea, 

Korea. Seawater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epipelagic (0 m, 50 m) and mesopelagic 

(200 m,  700-800 m) zones during 2007 to 2009. The prokaryotic community composition 

was determined using the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The DGGE gel profiles 

indicated that the East Sea water column had diverse prokaryotic community composition 

and the prokaryotic communities were different between depth layers. We also find that the 

degree of co-occurrence in prokaryotic community composition does vary between eipelagic 

and mesopelagic zones.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OTUs (Operational Taxonomic Units) 

were from Alpha-, Gamma-proteobacteria and Marine group II euryarchaeota. Some OTUs 

were phylogenetically grouped in clades with no culture representatives such as the 

SAR324, SAR202 and SAR406 clades. Most of the OTUs identified were found to be more 

closely related to other 16S rRNA gene clones recovered from marine environment rather 

than cultured species. The major OTUs within SAR11 were the SAR11-subgroup 1 cluster, 

followed by the SAR11-subgroup 2. The OTU 0705B56_10_200 within the 

Delta-proteobacteria was obtained from 200 m depth and was not affiliated with the 

recognized the SAR324 cluster of the Delta-proteobacteria. We propose it as a new 

SAR324 cluster division. Ordination analysis of the prokaryotic community was carried out 

using prokaryotic abundance, chlorophyll-a, leucine incorporation, salinity, temperature, 

depth, distance from the nearest coast and month of sampling. The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revealed that prokaryotic communities were mainly influenced by 

temperature and sampling depth during the study.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분자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한 낙동강 수계 정 의 랑크톤 

종 다양성 분석

이지은1, 이상래2, 옥정 2, 이진애3, 정익교1

1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해양시스템과학과
2부산 학교 해양연구소
3인제 학교 환경공학부

낙동강은 부산과 인근 경남 지역의 주요 수자원  식수원으로써, 그 요성이 매우 크다. 따

라서 수생태계 보   생태계기반 리가 필요하며 이를 해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한 장

기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생태계 구조를 변하는 랑크톤 종 다양성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고정시료에 한 종 동정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기존의 연구방법은 시료의 변형  

소실, 연구자의 숙련도 등의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 정보를 이용한 분자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수생태계의 랑크톤 종 다양성을 보편 이고 효과 인 방법으로 분석하 다. 

물 과 을숙도 교에서 채수된 환경시료에서 DNA를 추출하여 18S rDNA 클론라이 러리를 

구축하 다. 물 에서는 170개의 클론에서 49개의 특이한 phylotype을 확인하 으며, 을숙도

교에서는 168개의 클론에서 25개의 phylotype을 악하 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범 한 

종 다양성을 확인하 다. 이는 기존 낙동강 수생태계의 종 다양성 연구에 한 새로운 생물학

 정보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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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제주연안에서 분리한 은편모류 종주의 

최  성장조건 

1. 수온, 염분, 광도, 영양염 농도에 따른 성장반응

 

하나, 김형섭1, 이원호

군산 학교 해양학과, 1 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은편모류는 다양한 수계환경에서 서식하는 일차생산자이며 와편모류  섬모류 

등과 같은 섭식자에게는 먹이공 자 역할에 추가하여, 기능성 색소체의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서해  제주연안에서 분리한 군산 학교 생태독성해양원

생생물은행(CCMTP) 종주 , 은편모류 5종류에 해 수온, 염분, 도  양염 

농도에 따른 최  성장조건을 측정하 다. 실험 종주들은 15℃ 이상의 온도, 5psu 

이상의 염분  20 μE m
-2

s
-1

이상의 도에서 성장하고, 최  성장조건은 CR-MAL 

01, 02, 014 종주는 도 60∼150 μE m-2s-1이었고 CR-MAL 03, 05종주는 20∼100 

μE m
-2

s
-1

이었으며 온도는 CR-MAL01, 03, 014 종주는 15∼20℃, CR-MAL 02, 05 

종주는 15℃로 확인되었다. 양염 농도에 따른 성장은 5종주 모두 f/2배지 수  이

상을 제공하 을 때 성장하 으며 염분은 종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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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환경복원을 한 표 가시 선 장별 

서미세조류의 양염 흡수능 비교

권형규, 양한섭, 오석진

(부경 학교 해양학과)

서론

연안해역은 인간활동이 활발한 반면 많은 오염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퇴 물

의 오염은 수질악화는 물론 생태계의 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 다이오드

(LED)를 이용하여 서미세조류의 성장에 따라 층의 부 양화를 개선하고자 LED 장별 

양염 흡수실험을 통하여 부 양화의 제거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미세조류의 배양실험을 해 수정만의 퇴 물로 부터 서미세조류 Achnanthes sp., 

Amphora sp., Navicula sp. 그리고 Nitzschia sp.를 분리하 다. 인산염 흡수속도를 살펴보기 

해 인산염이 0.5, 1, 2, 5, 10, 15, 20 μM로 조제된 L1 배지에 인산염 고갈 세포를 종하

다. 흡수속도는 배양 과 후의 인산염 농도 차이로부터 구하 으며, Michaelis-Menten 식에 

입하여 양염 농도 의존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질산염 흡수속도는 질산염 1, 3, 5, 10, 

20, 50, 100 μM로 조제된 L1배지에 질산염 고갈 세포를 종하여 인산염 흡수속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질산염 흡수속도를 계산하 다. 이때 장은 형 등을 이용한 복수 장과 가시 선 

 표 인 3개 장인 청색 장(LED 450 nm), 황색 장(LED 590 nm), 색 장(LED 650 

nm)을 선택하 다.

결 과

표 장에 따른 서미세조류의 인산염과 질산염 최 흡수속도(ρmax)는 4종 모두 청색

장에서 가장 높은 ρmax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복수 장, 색 장, 황색 장 순으로 나타났

다. 반포화상수(Ks)는 일반 으로 알려진 부유성 미세조류보다 높은 농도를 보여 퇴 물의 높

은 인산염  질산염 농도에 잘 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별로 인산염  질

산염의 ρm와 세포내 인  질소 함유량을 바탕으로 일간 최  비흡수속도(maximum specific 

uptake rate; S-ρmax)를 계산하여도 청색 장, 복수 장, 색 장, 황색 장 순으로 나타났다. 

S-ρmax는 서미세조류가 하루에 수십배의 인산염 는 질산염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

하며, 실험종 에서 Nitzschia sp.는 다른 서미세조류보다 높은 인산염과 질산염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Nitzschia sp.는 부 양화된 층을 개선하기 한 유용한 식물환경복원종으로 보

이며, LED 장을 이용하여 Nitzschia sp.와 같은 높은 양염 흡수능력을 보이는 서미세조

류의 성장을 진시킨다면 부 양화를 친환경 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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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enhance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and high temperature on photosynthesis, calcification 

and growth of Coralline alga Corallina officinalis

N. Sao Mai Lam, Ju-Hyoung Kim and Kwang Young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Oceanography 

  The drop in pH, as well as decline in calcium carbonate saturation state of seawater due 

to ocean acidification, combined with increased temperature by global warming, brings 

coralline algae to face high risks of decreasing calcification rate or changes in metabolism. 

This study estimated the responses of coralline alga Corallina officinalis to elevated pCO2 

and increased temperature conditions predicted for the end of this century.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17 to 20 °C combined with elevated pCO2 from ambient value of 450 

ppm to high value of 1000 ppm that made four treatments: control (17 °C and 450 ppm), 

global warming (20 °C and 450s ppm), acidification (17 °C and 1000 ppm), and greenhouse 

(20 °C and 1000 ppm). The responses of C. officinalis to changes in environmental factors 

were determined by calcification, photosynthesis and growth rates as well as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In general, unlike the results of some other studi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across the treatments in all parameters measured. However, 

oxygen production was slightly increased with global warming or acidification conditions. 

Under light condition, calcification was slightly stimulated by global warming but was 

inhibited at acidification condition, although greenhouse treatment had no effects on 

calcification rate. Under dark condition, calcificat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pCO2.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of C. officinalis was relatively high and 

maintained stable during experiment period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Growth rate of C. officinalis exhibited the same pattern with oxygen 

productio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but slightly increased at global 

warming acidification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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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by mixotrophic dinoflagellate Woloszynskia 

cincta on various preys from western Korean waters: 

Feeding mechanism, prey species, and effect of prey 

concentration

              

강남선1, 정해진1, 유 두1, 윤은 1, 이경하1, 이기택2, 김 훈3

1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2 포항공과 학교 환경공학부

3 공주 학교 생명과학과

 본 문 :

Woloszynskia species are dinoflagellates in the order Suessiales inhabiting marine or 

freshwater environments, whose eco-physiology has not been well investigated. In particular, 

their trophic modes have yet to be elucidate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all 

Woloszynskia species are photosynthetic, although their mixotrophic abilities have not been 

explored.

We isolated a dinoflagellate from coastal waters in western Korea and established clonal 

cultures of this dinoflagellate. On the basis of morphology and analyses of the small/large 

subunit rRNA gene (GenBank accession number = FR690459), we identified this dinoflagellate as 

Woloszynskia cincta. 

We further established that this dinoflagellate is a mixotrophic species. We found that W. 

cincta fed on algal prey using a peduncle. Among the diverse prey provided, W. cincta ingested 

those algal species that had equivalent spherical diameters (ESDs) ≤12.6 μm, exceptions being 

the diatom Skeletonema costatum and the dinoflagellate Prorocentrum minimum. However, W. 

cincta did not feed on larger algal species that had ESDs ≥15 μm. The specific growth rates for 

W. cincta increased continuously with increasing mean prey concentration before saturating at a 

concentration of ca. 134 ng C ml–1 (1,340 cells ml–1) when H.akashiwo was used as food. The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i.e. mixotrophic growth) of W.cincta feeding on H. akashiwo was 

0.499 d
–1

 at 20 °C under illumination of 20 μE m
–2

 s
–1 

on a 14:10 h light-dark cycle, whereas 

its growth rate (i.e. phototrophic growth) under the same light conditions without added prey 

was 0.040 d
–1

. The maximum ingestion and clearance rates of W.cincta feeding on H. akashiwo 

were 0.49 ng C grazer
–1

 d
–1

 (4.9 cells grazer
–1

 d
–1

) and 1.9 μl grazer
–1

 h
–1

, respectively. 

The calculated grazing coefficients for W. cincta on co-occurring H.akashiwo were up to 1.1 

d
–1

.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grazing by W. cincta can have a potentially 

considerable impact on prey algal population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006년 동계와 하계, 라남도 양만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에 한 연구

Study on the Community Structure of Sublittoral 

Meiofauna in Gwangyang Bay Korea, during summer 

and winter 2006

 

김기춘, 김형근, 이원철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한국 남해안에 치한 양만의 서 동물상과 환경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2006년 

1월과 8월 형 서동물의 공간 분포양상을 연구하 다. 양만에서는 선충류, 요각류, 유공충

류, 패충류, 이매패류 등 모두 8개의 분류군이 출 하 다. 정 별 개체수는 28∼1,486 

indiv.10cm
-2

로 찰되었으며,  정  평균 개체수는 520 indiv.10cm
-2

로 나타났다. 출  분류

군  선충류가 가장 우 하 으며, 요각류가 그 다음으로 우 하 다. 체 34개의 정   8

개의 정 에서는 질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개체수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

머지 26개의 정 들에서는 질의 깊이와 상 없는 개체수 도를 보 다. 양만에서 나타난 

형 서동물의 개체수는 이 에 행해졌던 온 해역의 다른 여러 지역들과 북극 바 츠해, 킹

스베이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한 출  분류군 수에 

있어서도 남극 마리안 코 에 비해 반 정도의 종류만이 나타났다.

  형 서동물상 군집 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들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분의 분류군들에서 속들과 음의 상 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이 완료된 1월의 경우 서성 요각류는 총 2 목 16 과 35 속 80 종이 출 하 다. 가장 

많은 종수가 출 한 과는 Miraciidae 과로 32 종이 출 하 으며, Cletodidae 과가 11 종이 출

하여 두 번째로 높은 다양성을 보 다. 각각의 종들과 퇴 물 내 속 농도와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Paramphiascella sp.1, Sthenhelia(Delavalia) sp.9, Bradya sp.2, 

Dyacrenhydrosoma sp.1들이 유의한 수 에서 음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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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경기만 연체동물 군집의 생태학 연구

An ecological study of the Molluscs 

communities in Gyeonggi Bay, Korea

황재연
1

, 이창근
1

, 정윤희
1

, 유재원
1

, 홍재상
2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1, 인하 학교 해양학과2

본 연구는 서해의 경기만에서 채집한 연체동물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에 따른 연

체동물의 시․공간적 변화 패턴을 파악 하고자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22개의 정점을 4회에 걸쳐 계절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량 채니기인 van Veen grab(0.1㎡)을 이용하여 매 정점마

다 3회 (0.3㎡)씩 반복 채집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수심, 수온, 염도, DO, TOC, 

CaCO3 및 퇴적물의 입도 조성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경기만은 내만지역인 한강입구와 시화호로부터 외해역인 백령도, 대청도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염분도가 높아지며, 퇴적상이 조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기간 중 총 종, 평균 개체/㎡, 평균 생체량 g/㎡이 출현하였다. 특히 2006년 

8월에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으며 11월에 평균다양도와 평균균등도가 가장 높았

다.(계절별로 종수, 개체수, 생체량 높은곳 표시)

저서동물의 출현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해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외해역 군집과 내해역 군집으로 나뉘었으며, 내해역 군집은 다시 3개의 그룹

으로 구분되었다. 출현종수와 밀도는 내해역 군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저서환경요인으로서 측정된 총 9개 환경변수 중 연체동물의 공간 변화와 상관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단일변수로는 분급도, 조합변수로는 평균입도, 분급도, 

염분도 그리고 수심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와 밀도를 고려한 주요 우점종의 분포패턴을 분석한 결과 외해역은 M.. 

jedoensis와 N. minuta, 내해역은 C. cumingii, R. pulchella, N. oblongata가 우세

하였으며 이는 퇴적물 특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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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해에  면한  서해안 

갯벌 서동물군집의  생태학  연구

An ecological study of the macrobenthic 

communities of the tidal flats facing the 

open sea in the west coast of Korea

최성용¹, 정회인¹, 박미라¹, 황재연¹, 안동식¹, 김창수¹, 유재원¹, 

홍재상²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¹, 인하 학교 해양학과²

 본 연구는 서해안 외해에 면한 근소만, 삽시도, 승 도의 갯벌에서 채집한 서동

물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요인과 형 서동물 군집의 상호 계와 각 군집의 특징을 

밝히기 해 수행하 다. 

 장조사는 2009년 4월, 7월, 9월에 세 지역에서 서동물 시료와 서환경 요인을 

측정을 하 다. 

  퇴 물의 입도분석 결과 펄 함량은 근소만이 32.67%로 다른 두지역보다 높은 값

을 보이고, 모래 함량은 승 도 갯벌에서 91.1%로 가장 높았다. 

  평균입도는 삽시도 지역에서 0.693±1.418mm, 승 도 0.286±0.226mm, 근소만 

0.095±0.067mm, 나타났다. 

 이들 세 지역에서 출 한 동물군의 종 조성은 모두 환형동물의 다모류가 우 으

로 나타났으며, 개체수 측면에서는 근소만 갯벌에서 연체동물이, 삽시도와 승 도 

갯벌에서는 지동물의 갑각류가 우세하 다.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생물군집은 조 와 식생 유·무에 따라 나눠지며, 특히 

갈 군락은 이매패류의 Glauconome chinensis 와 복족류 Assiminea japonica로, 잘

피군락은 단각류에 속하는 바다 벌 류(Caprella  spp)가 특징종으로 나타났다.

 서동물군집의 분포와 환경요인과의 상 분석 결과에서는 단일변수로서 조 , 조

합변수로서는 펄 함량, 염분, 조 , 온도의 조합이 가장 한 상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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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킹조지섬 마리안 소만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

The community structure of meiofauna in Marian 
Cove,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홍정호, 이원철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 소만의 형 서동물 군집의 시간  변화양상을 정  A (62° 13' 12" S, 

58° 46' 42" W)에서 2007년 3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2회의 채집을 통해 찰하 다. 

조사기간  마리안 소만에서는 선충류, 서성 요각류, 다모류, 패충류, 이매패류등 총 9개의 

형 서동물 분류군이 출 하 다. 총 9개의 분류군  선충류가 최우  분류군이 으며 출

한 총 형 서동물  92.97% 를 차지하 고, 서성 요각류가 그 다음으로 우 하 다 ( 체

의 3.18%). 체 형 서동물의 출 개체수 도는 조사시기별로 123~874 indiv.10cm
-2

이었으

며, 평균 출 개체수 도는 464 indiv.10cm
-2

이 다. 이는 조사지역인 마리안 소만을 포함한 킹

조지섬 연안의 알려진 출  개체수 도인 42~8,250 indiv.10cm-2의 범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

다. 생물량의 분포 범 는 20.357~101.023 ㎍C·10cm
-2

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생물량은 54.170 ㎍

C·10cm
-2

이 다. 집괴분석결과 (Cluster analysis)에 따른 다차원척도 분석 (NMDS)에서 형

서동물 군집은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선충류와 서성 요각류가 형 서동물 군집 그룹 구

분에 높은 기여도를 보 지만 측정된 환경요인들과 상 계분석에서는 특별한 상 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 이는 채집정 이 수심 30m 정도의 얕은 지역에 치하고 있어 유빙이나 바람 

등의 물리  교란이 서생태계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기간  서성 요각류는 9

과 12속 13종이 출 하 다. 환경요인들과 동정된 서성 요각류간의 상 계 분석 결과, 

Sarsameira sp., Pseudobradya sp., Robertgurneya sp., Prionos sp., Tachidiella kimi가 수온, 

퇴 물의 온도, 염록소 a 농도, 입도, 속 농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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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복원 계획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저서동물 군집의 

생체량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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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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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본 문 :

  재  세계 으로 생태계의 복원은 순응  리(adaptive management, AM 는 

adaptive resource management)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AM은 높은 불확실성

을 갖는 생태계 리 는 복원 로젝트에서 상 시스템에 한 모니터링을 통해 피

드백 과정과 학습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리자로 하여  미래의 조치에 한 최

 단을 결정하도록 돕고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다. AM 방식의 생태학

 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로젝트의 분명한 목표와 성과 기 (performance criteria)의 

마련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로젝트를 재설계

(redesign)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태계 모형을 활용한 측은 갯벌 복원

의 계획단계에서 복원 목표의 설정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에 기반을 둔 단 그리고 

문가와 리자 간 의사소통의 증진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갯벌 복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 생태계의 기능을 반 하는 형 서동

물의 군집 생체량을 측하는 인공지능 신경망 모형을 개발하 다. 모형은 변형된 형태

의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이라 할 수 있는 modular neural 

network으로 2개의 MLPs가 평행배치되고 각 층간 은닉층은 2개를 갖는 구조이다. 달

함수로는 비선형 함수인 곡선 탄젠트 함수(hyperbolic tangent function)를 사용하

다. Base를 10으로 하는 로그함수로 변형된 생체량(1993년-2006년, 총 204개 조사 정선)

을 측하는 데에 활용된 환경 요인으로는 계 , 갯벌의 비(m), 최 조차(m), 퇴 물 

평균입도(phi)와 분 도의 평균과 표  편차, 식생의 존재 유무, 주변 해수의 수온(℃), 

염분도(psu), COD, SS(ppm) 등이다. 모형의 찰치와 측치의 상 계는 훈련과정에

서 0.79, 교차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0.74, 검증과정에서 0.82인 것으로 추정되어 높은 정

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체량 측 모형은 갯벌의 복원

과 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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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인 기반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한 갯벌 

서동물 분포 측

              

류종성1, 김해철2, 김종성3, 김용훈4, 고철환5

1한국해양연구원 정책본부 략개발실 
2NOAA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htal Prediction 

3고려 학교 생명과학 학 환경생태공학부 
4Applied Science Associates

5서울 학교 자연과학 학 지구환경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환경요인을 이용해서 갯벌 서동물의 출 확률을 측하는 로지

스틱 회귀모델을 개발하 다. 조고와 니질함량을 각각 단일 입력변수로 하여 개발

된 모델은 약 65-92%의 정확성으로 15종 갯벌 서동물의 출 을 정하 다. 모

델로 측된 서동물의 출 확률과 실제 출 서식 도를 비교한 결과 높은 유사

성을 보 다. 이러한 통계모델 기법은 갯벌 서동물의 분포특성에 한 완 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상 으로 높은 정확도로 측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이 모델기법을 우리나라 체 갯벌에 용하면 비교  손쉽게 서동물 

자원량을 추정할 수 있다.

교신 자: 류종성(jsryu@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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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al pattern of Acartia populations and environmental 

variability at domestic ports of Korea

강 정 훈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Introduction 

A wide variety of coastal ecosystems have been influenced by several natural and anthropogenic 

disturbances such as diverse climatic features, changes in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eutrophication, 

overfishing and introduction of non-native species. Among the factors, introduction of foreign species by 

ship ballast transport is recognized as a great threat which can alter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tructure 

of receiving waters (Ruiz et al., 1997). Among plankton, introduced gelatinous organisms beyond their 

biogeographical range negatively affected the structure of coastal ecosystem (Pages et al., 1999; Shiganova 

2005). Several studies indicated that copepods of Acartia species occurred at many coastal areas by 

introduction or propagation beyond bioregions due to the ability of Acartiidae to cross geographic barriers 

(Belmonte and Potenza, 2001). Asian copepods Acartiella sinensis, Tortanus dextrilobatus and Limnoithona 

tetraspina occurred in the San Francisco Estuary of California (Orsi and Ohtsuka, 1999). Calanoid copepod, 

Acartia omorii, was consistently found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southern bight of the North Sea 

(Seuront, 2005). Their ability to show up across space and time was likely linked to the fact which some 

Acartia species can produce resting eggs leading to sudden appearance by meeting favourable conditions 

(Uye and Fleminger, 1976; Uye et al., 1979). They are likely adapted to high concentration of food and 

abundant in the coastal waters where act as major food to fishes (Yoo et al., 1991). 

Most ports in Korea located in the estu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where copepods of genus Acartia 

commonly inhabit. And, port environment is vulnerable to ballast water discharged from commercial ships 

which contain intake water from foreign coastal waters. Once foreign population is successfully established 

in a port, the system may become a source for subsequent introductions through passive range expansion or 

secondary spread through further human transfer (Wasson et al., 2001). The problem of invasions in major 

harbors is gaining growing concern,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normally 

occurring Acartia species and the related environment in the major ports of Korea. Therefore, as part of 

project PERAT (Port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we investigated species composition of 

Acartia copepods and the relate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rough seasonal port baseline surveys at 

major ports (Incheon, Gwangyang, and Ulsan). Construction of species lists by consistent investigation can 

contribute to isolate foreign species from native community. Present study described distributional pattern of 

Acartia population on the seasonal basis and tried to find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vari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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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epods at domestic ports. 

 

2. Methods and materials 

Mesozooplankton samples were taken on seasonal basis at four major ports such as Incheon, Gwangyang, and 

Ulsan during the survey cruise of 2007-2009(Fig. 1). The number and position of stations sampled were 

identical, and samples were collected by using same gear (60 cm in diameter and 200㎛ mesh standard type 

net. The net was hauled vertically from 5m above the bottom to the surface at a speed of 60 cm s
-1
 and 

filtered volume was calculated from the flowmeter reading with Hydrobios digital meters (Hydro-Bios Model 

438-115). After sampling, zooplankton were fixed and preserved immediately with borax-neutralized 

formaldehyde (Final conc. 5%). Zooplankton abundances at all stations were expressed as individuals per m
3
. 

Mesozooplankton samplings were sampled conducted the R.V.�Jangmok�at Ulsan port and were collected 

using the ships of opportunity at Incheon and Gwangyang ports. Stations for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in mesozooplankton and its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are select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inner 

and outer ports. Surveys were made in the daytime and always at the same tidal period, starting at high tide 

from the innermost station.

 The collected zooplankton were identified and enumerated under a stereomicroscope (ZEISS Model 

Stemi-2000C) in a laboratory. The Acartia popul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Chihara and Murano (1997) 

and Kim (1995).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obtained using a SBE 911plus CTD and the 

data were binned into 1 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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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tations at major domestic ports surveyed for distribution of Acartia population between 

2007-2009. 

3. Results and discussion 

Average temperature in the surface mixed layer showed seasonal differences rather than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inner and outer ports in the three ports such as Incheon, Gwangyang and Ulsan. Seasonal differences 

of average temperature were remarkable at Incheon seaport (Ave. 2.08-26.39℃), whereas minimum at Ulsan 

seaport (Ave. 11.59-21.67℃). Intermediate differences were observed at Gwangyang seaport (Ave. 7.22-25.77℃) 

during the study period. 

Average salinity ranged within the range of 26.88-27.76 psu at Incheon seaport in summer whereas varied with 

the range of 30.82-31.28 psu in winter. The same pattern to those at Incheon seaport was also observed at the 

seaports of Ulsan and Gwangyang. Generally, average salinity in summer and fall ranged less than salinity of 

other season. 

Gwangyang and Ulsan seaports adjacent to southern coastal waters and Incheon port in western coastal waters 

are influenced by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 Incheon port is exposed to the Korean coastal waters which 

differed from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The warm water related to TWC is limited to the areas 

south of 34°N, whereas the TWC affects the spatial physical distribution adjacent to the ports such as 

Gwangyang and Ulsan. 

Acartia hongi occurred across all seasons, while A. hudsonica showed up in spring and fall at Incheon port. A. 

omorii and A. pacifica occurred only in summer. A. omorii showed up at the ports during the study periods. 

Distribution of A. hudsonica was confined to Incheon port, even though its habitat area is not limited to the 

coastal waters of the Yellow Sea. A. hudsonica occurs at three seas, but was not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A. omorii (Soh and Suh, 2000).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 of A. omorii was coincident with present 

results found at all ports (Table 1, 2 and 3). A. omorii showed wide range of distributional pattern in the 

coastal waters from Yellow Sea, South Sea and East Sea. Moreover, A. omorii is more abundant in offshore 

waters whereas A. hongi is not in offshore waters but in brackish and/ or coastal waters (Soh and Suh, 2000; 

Kang and Kim, 2008). A. hongi was suggested as endemic species to the Yellow Sea.

Acartia hongi consistently occurred at Incheon port and the adjacent waters which was known as one of their 

original habitat. Interestingly, the copepod showed up at ports of Gwangyang and Ulsan beyond their 

biogeographic range on May and August 2007, May 2008.  

A. hongi occurred dominantly at Gwangyang seaport (102-1,654 inds.m
-3
) on May 2007 (Table 2). Stations at 

Gwangyang and Ulsan seaports are influenced by rivers (Sumjin and Taewha). Unlike Gwangyang port, the 

copepod showed no occurrence at Ulsan port except August 2007 with very low abundance (34 inds.m
-3
)(Table 

2). A. erythraea showed only at Gwangyang port in summer (Table 2). A. danae was found outside the Ulsan 

port in Fall. In the Korean waters, the genus Acartia consisted of 11 species dwelling around coastal and 



estuarine waters (Yoo et al., 1991). In present study, only 6 species were found at ports of Incheon, 

Gwangyang and Ulsan, which did not include entire coastal waters of Korea during the study periods. 

Table 1. Occurrences of Acartia populations at domestic ports in Korea in 2007.

2007 (Incheo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Acartia hongi * * * * * * * * * * * * * * * * * * * * * * * * * * *

Acartia hudsonica * * * * * * * * * * * * *
Acartia omorii * * * * * * *

Acartia pacifica * * * * *

2007 (Gwangyang)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Acartia erythraea * * * * * * * *

Acartia hongi * * * * * * * * * * * *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 * * * *

Acartia pacifica *

2007 (Ulsa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W S S F
Acartia erythraea * *

Acartia hongi *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 * * * * * *
Acartia danae *

W:winter, S:spring, S:summer, W:winter

* means occurrence

Table 2. Occurrences of Acartia populations at major ports in Korea in 2008.

2008 (Incheo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hongi * * * * * * * * * * * * * * *

Acartia hudsonica * * * * * * * * * * * * *
Acartia omorii * * * * *

2008 (Gwangyang)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hongi * * *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2008 (Ulsa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Table 3. Occurrences of Acartia populations at major ports in Korea in 2009.

2009 (Incheo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hongi * * * * * * * * * * * * * * *

Acartia hudsonica * * * * * * * * * * * * *
Acartia omorii * * * * *

2009 (Gwangyang)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hongi * * *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Acartia hudsonica * * * * * * *

2009 (Ulsan)
St. 1 St. 2 St. 3 St. 4 St. 5 St. 6 St. 7 St. 8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cartia omorii * * * * * * * * * * * * * * * *

Acartia hudsonica * * * * * * * * * *
Acartia omori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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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정밀조사를 통한 잠재적 유해 동물플랑크톤 현황 

강 정 훈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서론

 항만 정 조사는 항만 내에 고유 서식하는 랑크톤의 목록을 신뢰성 있게 작성하고, 이들의 

출 환경범   성장특징을 정의하기 해 계획되었다. 1년 동안의 최종결과는 선박평형수 배

출유무 결정을 한 환경매칭 해도평가와 종특이 해도평가의 삽입항목으로 신뢰성 있게 활

용될 정이다. 한 이 작업을 통해 해종  외래종의 도입 후 정착  생존가능성을 단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종 목록 신뢰성 확보를 해 제한  기존자료를 보완

할 수 있다. 그 첫 상항인 부산항에서 2010년 2월부터 매월 항만 내, 외 특징을 표할 수 

있는 정  4곳에서 랑크톤 정성  정량결과와 출 환경범 를 동시에 조사하 다. 동물 랑

크톤의 생존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엽록소 농도와 용존산소를 조사 분석하 다. 

2 . 재료   방법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부산항에 방문하여 정  4곳에서 동물 랑크톤 시료를 채집하

다. 정 의 치는 항만 가장 안쪽인 정  1에서 방 제 바깥쪽에 치한 정  4로 되어있다 

(Fig. 1). 동물 랑크톤은 표 네트 (망구직경: 60㎝, 망목크기: 200㎛)로 각 정 에서 일정한 

속도 (50㎝ s-1)로 수직 채집하 다. 항만 안쪽의 수심은 부분 10m 내외로 표층과 층의 구

분이 뚜렷하지 않아  수층을 채집하 고, 수심이 상 으로 깊은 항만 바깥쪽 정 은 표면 

혼합 층에서 채집하 다. 채집 후 동물 랑크톤 시료는 성포르말린으로 즉시 고정하여 최종 

농도가 5%가 되도록 하 다. 여과된 해수의 양을 계산하기 해 유량계(Hydro-Bios Model 

438-115)를 네트 입구에 고정하여 사용하 고, 최종 개체수를 여과 부피당 개체로 계산하 다

(inds. m
-3

). 동물 랑크톤 시료는 실험실 내 실체 미경 (ZEISS Model Discovery "SV8")하에

서 검경  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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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ations for port baseline surveys.

3 . 결 과   토의

 부산항 내 동물 랑크톤 정 조사 결과 잠재  해종인 야 충의 경우 먹이농도인 엽록소 

농도가 평균 2㎍ L
-1

이상일 때, 수온이 증가하는 10월로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여 최 를 나

타냈다 (Table 1). 이때의 평균 수온은 20℃이상이었고, 30 psu 이상이었다(Fig. 2). 용존산소는 

반 으로 엽록소 농도와 반응하여 움직이는 듯하 으나, 10월에 야 충 발생 시에는 높은 

호흡률에 의한 산소감소가 찰되었다. 6월까지 출 한 해 리류의 개체수는 의미가 없었으

나, 7월부터 9월까지 최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10월에 다소 감소했으나 같은 

해 2월-4월 의 개체수와 유사하 다. 해 리류와 메듀사의  9월 개체수 증가는 환경요인과

 특정한 련성은 보이지 않으며, 계 인 출 특성으로 여겨졌다. 11월과 12월에는 그 출

범 가 격히 감소하여 조 이었다. 생태계 내 주요지 를 갖는 요각류에 해 높은 포식 

압을 갖는 메듀사 개체수 범 는 6월에 잠시 증가한 후  9월에 가면서 그 범 가 증가하 다. 

메듀사 역시 11월과 12월에 그 출 범 가 감소하여 모든 정 에서 출 하지 않았다. 따개비 

유생은 표  고착생물로 자연기질과 선박표면과 같은 인공기질에 잘 부착하는 특성을 나타

내는데, 이들의 개체수가 6월에  증가 하 고, 10월까지 높은 개체수 범 를 나타냈다. 11월

과 12월에는 출 개체수 최 치가 높지는 않으나 출  범 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1년 

내내 출 하는 양상을 보 다 (Table 1).

Table 1. Monthly variation in abundance of potential harmful zooplankton observed at port 

Busan. 

Potential harmful 

species (inds.m
-3

)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Noctiluca scintillans 0-241 312-687 0-351 0-7,469 370-8,602 90-4,133 194-5,367 66-6,983 22,289-73,503 138-1,442 12-63

Siphonophores 0-40 0-20 0-6 0 0 0-34 0-35 0-131 0-26 0 0

Trachymedusae 0-13 0-22 0 0 0-47 0-22 0-10 19-183 0-53 0-4 0

Cirriped larvae 34-147 3-26 13-244 0-710 52-844 202-459 88-642 94-849 107-368 0-336 0-591



Fig. 2. Monthly vari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dynamics of potentially risky 

zooplankton at Busan sea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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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치패 발생장 조성을 한 모래살포 ·후 

서동물군집의 구조변화
윤상필・송재희・박 재・정상옥・최윤석・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본 연구는 치패 발생장 조성을 해 모래가 살포된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옷  갯벌에서 퇴 상의 

격한 인  변화가 서동물군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서동물군집에 

한 조사는 모래살포 시 인 2010년 7월 14일을 후하여 사 (1회)과 사후(5회)로 나 어 진행되었

다. 조사정 은 모래살포구역과 비살포구역 각각에 3개 정 을 선정하 으며, rectangular can 

corer(0.025㎡)로 정  당 2회씩 반복 채집하 다. 모래살포 직후, 모래살포구역에서는 비살포구역과 

달리 출 종수, 개체 도, 다양도에 격한 감소가 발생하 으며, 이후 일정한 패턴의 증감 양상이 

모든 생태지수에서 반복 으로 찰되었다. 모래살포구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퇴 상 변화에 한 

선호도, 이동능력, 그리고 기회  특성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종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다차원척도

법분석 결과, 체군집구조는 퇴 상의 차이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래살포구역 군집구조의 

시간  변화 추  결과, 살포 기 격한 변화 이후 차 모래살포 이 과 유사해져가는 변화양상을 

보여 해당 지역에서의 모래살포 효과가 자연 인 펄 퇴 물의 퇴 에 의해 차 감소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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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opoid copepod, Paracyclopina nana의 성장에 

한 조도의 효과 : 실험실 배양

이균우, 강정훈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서론

해산 copepod는 해양 먹이사슬에서 식물 랑크톤과 고등 생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Klein Breteler et al., 1990) 자어와 치어  갑각류의 먹이원으로 요한 역할을 한

다(Sun and Fleeger, 1995; Pinto et al., 2001). 한 해양의 먹이사슬  1차소비자에 치하기 

때문에 해양의 오염상태를 보다 신속하게 근원 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시료의 채집이 매우 

용이하고 간단하여 환경오염을 감시하는데 합한 해양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유용생물의 종묘생산을 한 먹이생물  환경오염평가를 한 실험생물로 많이 배양되어지고 

있다. 최근 기수산 copepod Paracyclopina nana는 먹이생물로써 뿐아니라 독성실험생물로 배

양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Lee, 2006; Hwang et al., 2010). 일반 으로 copepod의 배양 시, 

빛은 민감하게 고려되어져야할 환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Matsudaira (1957)는 직사 선이 모

든 Sinocalanus tenellus의 폐사를 가져오고 암흑 상태에서는 이 동물의 번식에 장애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 다. 직사 선의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최근 실험실에서의 copepod 배양 시, 

부분 낮은 조도에서 실시되었다. 를 들어, Jacobs (1961)는 Pseudodiaptomus coronatus를 

조도 200~300 ft-c (18.6~27.9 lux)의 범 에서 배양하 고, Halcrow (1963)는 Calanus 

finmarchicus의 배양 시 부드러운 인공 빛(subdued artificial light)을 사용하 으며, Mullin and 

Brooks (1967)는 Calanus helgolandicus와 Rhincalanus nasutus의 배양 시, 반암(semi-darkness) 상

태를 유지하여 배양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 nana의 량배양을 한 정 조도를 규

명하기 해 실시되었다.

2. 재료  방법  

 P. nana의 성체 암컷의 nauplius 생산력  생존율조사는 실험구로 비이커 표면 조도 0, 10, 

100, 500, 1,000 lux에서 각각 3반복 실시하 다. 수온 24℃로 유지되는 incubator에서 형 등과의 거

리를 달리하여 비이커 표면조도를 조 하 으며 알루미늄호일을 사용하여 빛을 완 히 차단한 실험

구를 0 lux로 간주하 다. 250 mL 비이커(배양수 100 mL)에 갓 포란한 암컷 100 개체를 수용하여 

14일 동안 염분 15‰에서 먹이로 Tetraselmis suecica를 20,000 cells/adult로 공 하면서 배양하 다. 

매일 용기 바닥에 가라앉은 폐사한 암컷을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분리․기록하 으며 암컷으로부터 

생산된 nauplius를 120 ㎛ sieve를 사용하여 분리한 다음 계수하 고 분리된 암컷은 새 배양수가 

담긴 250 mL 비이커에 다시 종하 다.

성체로부터 부화된 nauplius의 발달과 성체까지의 생존율 조사에서 실험조도조건은 의 조

건과 동일하 고 250 mL 비이커(배양수 200 mL)에 부화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nauplius Ⅰ-

Ⅱ기를 10 개체/mL로 하여 종하여 nauplius기에서 성체가 될 때까지 염분 15‰, 수온 24℃에서 

먹이로 Tetraselmis suecica를 5,000 cells/nauplius로 공 하면서 15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수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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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량 환수하 으며 매일 1 mL 배양수를 취하여 10% 포르말린 1 방울을 떨어뜨려 nauplius의 

각 발달단계별 개체수를 입체 미경하에서 구분․계수하 다. 

결과는 Two-way ANOVA test를 실시하 으며, 처리평균간의 유의성(P＜0.05)은 Turkey's의 

다 검정법(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으로 하 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PSS 

Inc., 1997) program (Ver. 10.0)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본 실험에서 5 단계의 조도에 따른 P. nana의 nauplius에서 성체까지의 생존율은 모든 실험

구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100, 500  1,000 lux 실험구는 배양 

9일째 nauplius의 생존율이 격하게 감소하 고 500 lux와 1,000 lux 실험구는 15일째 부분 

폐사하 다(Fig. 1, A). Nauplius의 성체까지의 최종생존율은 조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0 lux와 10 lux가 각각  61.7%와 51.7%로 가장 높은 생존을 보 으며(P<0.0001), 다음으

로 100 lux가 26.7% 다. 500 lux와 1,000 lux에서의 생존율은 모두 3.3%로 다른 실험구에 비

해 매우 낮은 생존율을 보 다(P<0.0001; Fig. 1, B). 

P. nana의 nauplius에서 성체까지의 발달기간은 10 lux 실험구가 9일로 가장 빠른 발달을 

보 고 다음으로 0 lux 실험구가 12일로 나타났으며 100, 500  1,000 lux 실험구는 모두 15일

로 나타났다(Fig. 2). 이러한 이유는 먹이를 포획하기 한 시야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더 많

은 먹이를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Diéguez and Gilbert, 2003). 

조도에 따른 암컷의 nauplius 생산은 배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500 lux와 1,000 lux 실험구는 배양 3일 째부터 0, 10  100 lux 실험구에 비해 nauplius 생산

력이 낮은 경향을 보 다(Fig. 3A). 배양 7일 동안의 암컷의 일일 평균 nauplius 생산을 비교하

을 때, 0, 10  100 lux 실험구는 암컷 1 개체 당 일일 평균 6.2 개체를 생산하여 500, 1,000 

lux 실험구 각각 4.4, 4.2 개체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 다(P<0.0001; Fig. 3B). Watras (1983)와 

Laabir et al. (1995)은 주기에 따른 암컷의 난 생산주기와 난 생산력 실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비록 주기에 따른 실험은 아니었지만 

암컷의 nauplius 생산력에 한 조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Watras (1983)와 

Laabir et al. (1995)의 실험과 상반된 결과를 보 다. 한 nauplius의 경우 100 lux에서 악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체 암컷의 경우 nauplius 생산력이 100 lux에서도 더 낮은 조

도와 nauplius 생산수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도에 따른 생존률도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nauplius 보다 성체가 조도에 더 강한 것으로 단된다.

암컷 성체의 생존율은 모든 실험구가 배양 11일째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배양 12일과 13

일부터 격히 감소하 으며 1,000 lux 실험구는 14일째 생존율 1%로 거의 폐사하 다(Fig. 4). 

UVB가 포함된 빛은 다른 동물 랑크톤을 비롯하여 copepod도 해로운 향을 받는다. 이 악

향은 copepod의 발달단계가 높을수록 그 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cuna and 

Uye, 2000). 최근, 빛의 장이 280~320 nm인 UVB (Ultraviolet-B)가 copepod에 미치는 악 향

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Naganuma et al., 1997; Kouwenberg et al., 1999), UVB는 

copepod의 부화  발달을 해하고 암컷의 난 생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Kouwenberg et al. (1999)의 실험에서 UVB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조도가 높아짐에 

따라 nauplius 기형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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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survival rate of Paracyclopina nana from nauplii to adults (A) and final survival 

rate from nauplii to adults (B) at different illu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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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daily nauplii production of an adult female for 14 days (A) and daily mean 

nauplii production of an adult female during seven days (B) of Paracyclopina nana exposed 

at different illu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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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survival rate of adult female of Paracyclopina nana exposed at different 

illuminations for 14 days.

따라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형 등에서도 미량의 자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조도에 따른 P. nana의 발달과 생산력에 한 악 향은 소량의 UVB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로 

단된다.

결과 으로 실험을 종합해 보면, nauplius의 배양 시, 10 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유지하여 

배양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인 것으로 단된다.



4. 참고문헌

Diéguez, M. and J.J. Gilbert. 2003. Predation by Buenoa macrotibialis (Insecta, Hemiptera) on zooplankton: effect 

of light on selection and consumption of prey. J. Plankton Res., 25, 759-769.

Halcrow, K. 1963. Acclimation to temperature in the marine copepod, Calanus finmarchicus (GUNNER). Limnol. 

Oceanogr., 8, 1-8.

Hwang DS, Lee KW, Han J, Park HG, Lee J, Lee YM, Lee JS (2010) Molecular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of vitellogenin (Vg) genes from the cyclopoid copepod, Paracyclopina nana exposed to heavy metals. Comp. 

Biochem. Physiol. C, 1 5 1 , 360-368.

Jacobs, J.. 1961. Laboratory cultivation of the marine copepod Pseudodiaptomus coronatus WILLIAMS. Limnol. 

Oceanogr., 6, 443-446.

Klein Breteler, W.C.M., N. Schogt and S.R. Gonzalez. 1990. On the role of food quality in grazing and 

development of life stages, and genetic change of body size during cultivation of pelagic copepods. J. Exp. 

Mar. Biol. Ecol. 135, 177-189.

Kouwenberg, J.H.M., H.I. Browman, J.A. Runge, J.J. Cullen, R.F. Davis and J.F. St-Pierre. 1999. Biological 

weighting of ultraviolet (280-400 nm) induced mortality in marine zooplankton and fish. Ⅱ. Calanus 

finmarchicus (Copepoda) eggs. Mar. Biol., 134, 285-293.

Laabir M., S.A. Poulet and A. Ianora. 1995. Measuring production and viability of eggs in Calanus 

helgolandicus. J. Plankton Res., 17, 1125-1142.

Lacuna, D.G. and S. Uye. 2000. Effect of UVB radiation on the survival, feeding, and egg production of the 

brackish-water copepod, Sinocalanus tenellus, with notes on photoreactivation. Hydrobiologia, 434, 73-79.

Lee KW, Park HG, Lee SM, Kang HK (2006) Effects of diets on the growth of the brackish water cyclopoid 

copepod Paracyclopina nana Smirnov. Aquaculture, 2 5 6 , 346-353.

Matsudaira, C. 1957. Culturing of a Copepoda, Sinocalanus tenellus. Inform. Bull. Planktol. Japan, 5, 1-6.

Mullin, M.M and Brooks, E.R. (1967) Laboratory culture, growth rate, and feeding behavior of a planktonic 
marine copepod. Limnol. Oceanogr., 12, 657-666.

Naganuma, T., T. Inoue and S. Uye. 1997. Photoreactivation of UV-induced damage to embryos of a planktonic 
copepod. J. Plankton Res., 19, 783-787.

Pinto, C.S.C., L.P. Souza-Santos and P.J.P. Santos. 2001. Development and population dynamics of Tisbe 

biminiensis (Copepoda: Harpacticoida) reared on different diets. Aquaculture, 198, 253-267.

Sun, B. and J.W. Fleeger. 1995. Sustained mass culture of Amphiascoides atopus a marine harpacticoid copepod 

in a recirculating system. Aquaculture, 136, 313-321.

Watras, C.J. 1983. Reproductive cycles in diaptomid copepod: Effects of temperature, photocycle, and species on 

reproductive potential. Can. J. Fish. Aquat. Sci., 40, 1607-1613.



남극 Amundsen 해역의 AOPs(Apparent Optical 

Properties) 연구

              

한정민, 이승겸, 김 철＊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빠르게 녹고 있는 서남극의 빙하들은 해양의 랑크톤이나 지구의 기후변화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아문젠 해역은 서남극해 에서도 

빠르게 폴리냐(Polynya)가 형성되는 곳으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요

한 지역이다. 

  본 연구는 남  70도 이상의 고 도에 치해 있는 아문젠 해역에서 낮은 태양고

도와 해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수면 신호(Apparent Optical Properties, 

AOP’s)의 불확실성에 해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실측함으로써 극지역 해색 성자

료 활용도를 높이기 해 수행되었다.

  측정 장비는 Satlantic사의 Hyper SAS (Above water spectro-radiometer)를 이

용하 고, 쇄빙선 아라온호의 진행으로 발생되는 해수면 물보라의 향을 받지 않

도록 해수면에서 약 6m 높이의 선수에 설치했다. 센서의 각도는 SeaWiFS 로토

콜에서 추천되는 최 의 각도인 수직선을 기 으로 쇄빙선 진행 방향으로 40도를 

유지했다.

  해수표면에서 나오는 빛(Li: 350nm - 800nm)과 기에서 산란되는 빛(Lt: 350nm 

- 800nm), 그리고 배가 이동하는 방향과 기울어지는 각도(THS), 측정 치(GPS), 

배의 속도, 바람의 세기 등, 원격반사도 계산에 필요한 주변 환경 데이터를 기록했

다. 측정해역의 특성에 따라, 15분 간격으로 1분 동안 측정했고, 남극세종과학기지

에서 아문젠 해역을 돌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도착하는 32일간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다.

  측정된 데이터를 센서별, 치별, 시간별로 분석한 결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

라 스펙트럼 변화폭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바람의 세기, 태양의 고도, 도의 

높이, 방 각 등을 고려하여 인공 성 자료의 검․보정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문젠 해역에 한 인공 성 원격탐사의 효율 인 수행을 

한 성자료의 검·보정  해수 학  특성분석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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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원격탐사를 활용한 서남극 아문젠 해역의 

해수 고유  특성 연구

              

이승겸, 한정민, 김 철＊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해색원격탐사를 활용해, 서남극 아문젠 해역의 해양환경  해수의 고유  특성

을 조사·연구하 다.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월 23일까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에 승선하여 30개 정 에서 수심별로 총 108개의 해수시료를 획득하 다. 

 채수한 시료로부터 엽록소(chlorophyll-a) 농도와 총 부유물(suspended solids, SS) 

농도를 측정하 고, 식물 랑크톤에 의한 흡 계수()와 비흡 계수(), 부유물

질에 의한 흡 계수()와 비흡 계수(), 용존유기물에 의한 흡 계수()도 

측정하 다. 

 샘  분석 결과, 엽록소 최  흡 역의 심 장 인 440nm 부근에서 값은 

0.0047 ~ 0.0639의 분포범 를 나타냈고, 값은 0.0237 ~ 0.0688의 분포

범 를 나타냈다. 엽록소 형 역의 심 장 인 670nm 부근에서의 값은 

0.0023 ~ 0.0328의 분포범 를 나타냈고, 값은 0.0130 ~ 0.0288의 분포

를 나타냈다. 장 400nm에서의 값은 0 ~ 0.0703 의 분포범 를 나타냈고, 

값은 0 ~ 1.7761의 분포를 나타냈다. 장 400nm에서의 은 0 ~ 0.2533

 의 분포범 를 나타냈다.

 남극 아문젠 해역에서 측한 식물 랑크톤의 흡  특성을 이용하여 용존 유기물이 

인공 성을 이용한 엽록소 농도 산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극지역 생물· 학

자료 확보를 비롯한 극지방의 해양생태계 특성을 악하는데 본 연구 자료가 활용 될 

것이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낙동강 하구 조하  서동물 군집분포에 따른 생태계 평가 

용  주요종의 역할     

 
윤건탁, 박흥식, 장만

한국해양연구원

낙동강은 습지, 사주가 발달한 형 인 하구역 특성을 지닌 공간으로, 해양생태계에서 다양한 서식

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와 공단, 항만시설이 인 하여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1987년 

11월에 하구둑이 완공되면서 자연 하천의 기능이 차단되어 연안환경  생태계의 변화가 측되는 지역

이다. 2010년에 조하  서동물 군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간 으로 3개 군집구조가 나타났는데, 

하구 내측은 Sinocorophium sinensis, Magelona japonica, Heteromastus filiformis 등 유기오염 기회종 등

이 우 하 으며, 하구 입구 연안에서는 Mactra chinensis, Mandibulophoxus mai, Nephtys californiensis, 

Urothoe convexa, 그리고 남해 인근지역과 유사한 외해의 군집에서는  Lumbrineris longifolia, Praxilella 

affinis 등이 특징 으로 분포 하 다. 우 종의 변화는 하구둑 건설 과 직후에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

으나, 건설 후 부터 재까지는 일부 주요 종 분포양상 이외에는 특징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2010년 조사에서 시화호 등 층 유기물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출 하는 S. sinensis가 하구 내측에서 

다수 출 하 다. 강우량 증가로 진행된 방류를 고려한 조사이지만 방류 후에 공간 으로 심각한 

서 동물상의 교란이 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기물 오염과 련된 종이 하구역 내측에서 다수 출 한 

것은 재 낙동강 하구둑 내측의 서생태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수괴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을 심으로 서생태계가 향을 받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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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scription of Two Marine Planktonic Tintinnids, 

Eutintinnus apertus (Kofoid ＆ Campbell, 1929) Kofoid 

＆ Campbell, 1939 and Favella campanula (Schmidt, 

1901) Jörgen, 1934

Dapeng Xu
1,2

, Young-Ok Kim
2
 and Weibo Song

1

1
Lab of protozoology, Institute of Evolution ＆ Marine Biodiversity, Ocean 

University of China, China
2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ea

Hitorically, identification and systematics schemes for tintinnid ciliates have largely been based 

on lorica feature and virtually ignored zooid morphology. However, the polymorphism of this 

structure due to the life cycle and enviromental conditions is known which makes the 

identification of tintinnid ciliates problematic. In the 1,200 previously reported tintinnid species, 

only 20 species are described based on the cytological features, including the ciliary pattern 

revealed by protargol staining. We here redescribe two further tintinnid species, Eutintinnus 

spertus (Kofoid & Campbell, 1929) Kofoid & Campbell, 1939 and Favella campanula (Schmidt, 

1901) Jorgensen, 1934 based on the lorica as well as cell features. Eutintinnus apertus can be 

differentiated from its congeners by having only two macronuclear, one dorsal kinety and two 

posterior kineties. Favella campanula can be separated from Favella ehrenbergii (Claparede & 

Lachmann, 1858) Jorgensen, 1924 whose infraciliature was recently reported by the number of 

somatic kienties as well as collar membran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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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tion and timing of cell 

division of dinoflagellate Ceratium furca 

백승호, 신 호, 최 우, 황옥명, 신경순, 김 옥  

한국해양연구원 

Abstract

 To better understand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bloom outbreaks of 

dinoflagellate Ceratium furca in the temperate coastal area of Jinhae Bay, we 

investigated the diel changes of vertical migration and cell division timing. The 

maximum cell densities of C. furca  was 10,640 cells mL
-1
and observed at 24:00 

on the surface on 1 August, while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were routinely 

recorded at 6:00 on the surface. The high proportions of dividing cell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th and WMDs were also deeper. C. furca divide in 

the deeper layer, irrespective of vertical migration pattern. The high proportions 

of dividing cells at deeper depths are likely to be an ecological response to 

maintain their population from water disturbances in the near-surface layer.

Introduction

 Most dinoflagellates have a constant vertical migration pattern and cell division 

timing. C. furca  is also known to perform activity diel vertical migration (DVM), 

depending on nutrients and water temperature in both natural (Eppley et al., 

1968) and laboratory conditions (Heaney and Eppley, 1981). Recently, Baek et 

al.(2009) demonstrated that C. furca isolated from Sagami Bay, Japan, exhibit a 

constant DVM based on cell division timing, and suggested that such ecological 

behavior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unfavorable conditions in 

local environments. According to Edler and Olsson (1985), different species of 

dinoflagellates have different ecological abilities. The abilities are possibly linked 

with the ecological responses for surviving in their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mechanism such as DVM pattern and 

cell division remains limited. Here we re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DVM 

pattern and the cell division timing of C. furca in Jangmok harbor of Jinhae 

Ba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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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The sampling station was close to the tip of the pier in the South Sea 

Institute of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Fig. 1), and 

the mean water depth of the sampling station was about 8.5 m. Field sampling 

was carried out at three-hour intervals between 29 July 2009 and 1 August 2009 

at 0, 2, 4, 6, 8 m depths, during the C. furca bloom. In addi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DVM related to cell division, we collected 12 hourly samples 

from 03:00 to 06:00 AM, based on the experimental methodology of Baek et 

al.(2009).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fluorescence values were 

simultaneously measured with an Ocean Seven 319 CTD (Idronaut). Water 

samples for nutrient analysis were filtered through a GF/F glass fiber filters. 

The filtered water was placed in a plastic tube and frozen. Samples were 

thawed at room temperature and kept in the dark for measurements. Nitrate + 

nitrite (NO3
-
+NO2

-
), ammonium and orthophosphate (PO4

3-
)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with an auto-analyzer (QUAATRO Seal Analyzer, USA) using 

standard protocols. Total chlorophyll-a (Chl.a)concentrations were obtained by 

filtering seawater samples from 0 m, 4 m and 8 m. The volume of filtered 

water for Chl.a analysis was 100mL. Each filter was placed in a 20-ml brown 

vial and was extracted in 10 mL acetone at 4˚C for 24 h. Chl.a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fluorometrically on a Turner Design fluorometer(Turner-Designs 

10-AU). The population densities of C. furca were immediately determined for 

each layer using a Sedgwick-Rafter chamber after samples were fixed with 1 % 

Lugol solution. The fixed cells were enumerated separately as follow: 

non-dividing cells, cells undergoing nuclear division, and recently divided cells 

(Baek et al., 2009). Here they are defined as the dividing cells, and the relative 

proportion of dividing cells was estimated at the different depths.

Fig.1. Map of the sampling site (St.P) of JinhaeBay.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is indicated.



Cell division property in each water column was compared using the 

Kruskal-Wallis test. A weighted mean depth (WMD), adapted from Baek et 

al.(2008), was used to examine the diel and tidal vertical migration of C.furca. 

The WMD was calculated as follows:

WMD  = (∑ nidi)/∑ni

where ni is cell density at depth di, taken to be the midpoint of each stratum at 

each sampling time.

Results and Discussion

Ceratium furca  maintained very high densitie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cells 

accumulated at the surface and their relative concentrations were characterized 

by a high time-to-time variability. 

Fig. 3. Temporal profiles of fluorescence values by CTD casting from 29 July to 1 

August at St. P during a dense bloom periods of Ceratium furca.



Other phytoplankton groups in the collected samples were much lower in 

abundance, and peaks of C. furca cell densities were relatively correlated with 

Chl.a concentrations (Figs 2 and 3). 

Fig. 3. Temporal profiles of Ceratium furca population densities from 29 July to 1 

August at St. P during a dense bloom periods.

 The cells accumulated at the surface and their relative concentrations were 

characterized by a high time-to-time variability. Other phytoplankton groups in 

the collected samples were much lower in abundance. The maximum cell 



concentration was 10,640 cells mL
-1
and observed at 24:00 on the surface on 1 

August, while relatively high cell densities were routinely recorded at 6:00 on 

the surface. The cell densities at the surface seemed to decrease in higher 

daylight irradiance periods, especially between 09:00 and 15:00, and WMDs were 

also deep at these periods (Fig. 4).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 furca in 

Jangmok harbor exhibit DVM to avoid strong sunlight. Similarly, decreases in 

densities of C. furca in Sagami Bay were also observed in higher daily 

irradiance periods, however, the time interval was between 09:00 and 13:00 

(Baek et al., 2008). Consequently, the maintaining of the bloom would be 

controlled by the actual length of high irradiance in the coastal bays, since C. 

furca migrate downwards from the surface waters for avoiding 

high-light-induced cell damage (Whittington et al., 2000). 

Fig.4. Vertical distribution of proportions (%) of Ceratium furca  dividing cells collected 

from AM03:00 to 06:00 during three days at St. P. Black and white circles indicate the 

weighted mean depths (WMDs) of Ceratium furca.

  Planktonic organisms are subjected to varied fluctuating physical conditions as 

a result of tidal currents. Steidinger et al.(1973) pointed out that tidal conditions 

may act to concentrate species of phytoplankton. According to Pérez and 

Canteras (1990), while tidal conditions did not affect the specific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they did affect the number of individuals observed, 

with the greatest numbers being found at low tide. We also found in a previous 

study that higher densities of Ceratium species are observed during high 

tide(Baek et al., 2008).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correlation between the 

DVM pattern of C. furca in Jangmok harbor and the tidal cycle (Table 1; p 

>0.05), indicating that vertical migration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idal 



Factor Tide N Mean S.D.
Mann-Whitney U test

U p-value

C. furca
Ebb 11 370.62 313.00 

81 0.608
Flood 13 552.73 915.69 

SiO2

Ebb 11 24.27 4.22 
75 0.865

Flood 13 24.07 3.76 

NO2+NO3

Ebb 11 1.17 1.29 
51 0.252

Flood 13 1.90 2.41 

NH4

Ebb 11 2.45 0.75 
75 0.865

Flood 13 2.45 0.48 

PO4

Ebb 11 0.06 0.03 
57 0.416

Flood 13 0.07 0.03 

Chl.a
Ebb 11 18.36 7.74 

85 0.459
Flood 13 16.68 9.98 

conditions. 

Table 1. Statistical results for variation of nutrients, Chl.a and Ceratium furca by tidal 

condition in Janhae Bay. Significant difference in flood and ebb values based on 

Mann-Whitney U-test.

  

 The DVM pattern of C. furca was also dependent on cell division timing; hence 

C. furca divided at the bottom layer and then moved toward the surface before 

the dark to light transition. Our results here showed that dividing cells are 

clearly observed in the middle and bottom layer during the dense bloom (at 

between 03:00 and 06:00) (Fig. 5), and additionally, the high proportions of 

dividing cell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th and WMDs were also deeper. 

Fig.5.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in division stage of Ceratium furca. 

      Scale bar=100 µm



 Consequently, C. furca divide in the deeper layer, irrespective of vertical 

migration pattern. C. furca has an ecological advantage over other algal species 

under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low nutrient availability and 

swimming capacity to avoid high-light-induced cell damage (Baek et al., 2009). 

Such ecological abilities can play an effective role for adaptation to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Baek et al., 2009). Therefore, the dividing cells 

observed in the deeper layer may be as a result of ecological adaptations for 

efficient reproduction, because passing ships in the harbor can irregularly create 

wave action and disturbances in the water column and such hydrodynamic 

forces may obstruct the cell division processes in near-surfac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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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소만 표층 식물 랑크톤의 

연간 변동

미사¹, 주형민¹, 최한구¹, 안인 ¹, 강성호²

극지연구소 ¹극지생명과학연구부, ²극기기후연구부

남극 연안 식물 랑크톤의 군집구조 변화양상을 조사하기 하여 2010년 남극 킹조지섬 맥스

웰만 내 마리안소만의 한 정 에서 해수의 물리  요인과 식물 랑크톤 생물량을 모니터링하

다. 연간 평균 수온은 -0.6 ℃이고, 연간 평균 염분은 33.6 psu이었다. 체 식물 랑크톤 생

물량(Chl a 농도)은 연간 평균 2.35 ㎍ L⁻¹이었다. 미세식물 랑크톤(>20 ㎛)의 생물량은 연평

균 1.31 ㎍ L⁻¹이었고 미소식물 랑크톤(<20 ㎛)의 생물량은 연평균 1.03 ㎍ L⁻¹으로 미세식물

랑크톤이 체 생물량의 55.7%를 차지하 다. 미세식물 랑크톤의 비율은 3월에 가장 높았

으나 미소식물 랑크톤은 9월에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변하는 서남극 해양환경 변화에 직

인 향을 받고 있는 연안 식물 랑크톤의 변화양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종 

수 에서의 정량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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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of eight new compounds showing significant 

antifungal acivity from the marine sponge Plakortis 

simplex

오정순1, 이아람1, 차오양1, 심정자2, 노정래1

1군산 학교 해양학과
2한남 학교 해양생명자원 기탁 등록기

 Marine sponges have been producing new secondary metabolites with diverse bioactivity.  

As part of an ongoing search for bioactive compounds from marine sponge, we have 

screened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andida albicans from the methanolic extracts of 50 

sponges collected in Geomun Island and selected sponge Plakortis simplex as a targeted 

organism. From this sponge, six new cycloperoxides with 10 carbons chain were isolated 

,along with two new pyridiniums. All compounds showed a significant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 albicans. In the continuation of previous presentation of the planar chemical 

structure of six cycloperoxides, here we will display the stereochemistry determination of 

six compounds through a serial of chemical reactions in detail. Furthermore, the structure 

study for two pyridinium will be given as well. In addition, we will show the result for 

anifungal activity measured by disc diffusion and minimum inhibition concentration (M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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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of two new compounds from the 

marine sponge Ceratopsion clavata

 이 경1, 황병수1, 심정자2, 노정래1

1
군산 학교 해양학과

2
한남 학교 해양생명자원 기탁 등록기

  Marine sponges have been recognized as a rich source of 

structurally unique natural compounds displaying a wide variety of 

biological activities. Accordingly, they have been increasingly 

considered to be a new promising material providing lead 

compounds in drug discovery. In our effort of isolating new 

bioactive compounds from the Korean marine sponges, recently two 

new compounds and three steroids showing anti-inflammatory 

activity were isolated from the marine sponge Ceratopsion clavata 

collected in Gageo island using skin scuba diving in 2010.

  We will here present the isolation procedure of compounds and 

their detailed structure determination by diverse spectroscopic 

methods including absolute stereochemistry through CD method, 

together with the activity data for the isolat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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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역에서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의 시공간 분포와 

군집분포의 상 성 분석

유옥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연안역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두 생물 그룹 간의 상 성 분석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안에

서 서식하는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의 신▪공간 분포와 군집분포 특성과 환경변수간의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는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본 다나베만에서 월별(

형 서동물) 는 계 별( 형 서동물)로 실시되었다. 형 서동물은 Smith-McIntyre 그랩 

(0.1 m
2

)을 이용하여 채집하 으며, 형 서동물은 그랩에 채집된 퇴 물에서 코어 (직경 

2.4cm)를 이용하여 재 채집하 다. 생물 채집과 동시에  해양 환경 변수(수온, 염분, 용존산소, 

퇴 물의 pH, Eh 등)를 측정하 고, 일부 환경 변수(퇴 물 입도, 유기물, Chl a 등)는 실험실

에서 분석하 다. 환경변수에 한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의 남쪽 내측(A 그룹)과 외측과 

만의 북쪽 (B 그룹)으로 나 어 졌으며, 퇴 물 입도는 A에서 B로 갈수록 증가하 으나, 총유

기탄소량은 감소하 다. 형 서동물 군집은 4지역(만 북쪽 외측과 내측, 만 남쪽 외측과 내

측)으로 구분되어 졌다. 만 북쪽 외측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 하 으며, 각 지역 간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반면에 형 서동물 군집은 크게 2 지역(만 북쪽 내측과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두 서동물 군집구조는 모두 퇴 물의 총유기탄소량에 의해 향을 받았으며, 조

사 시기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 환경 상태를 평가할 때 이용되는 형 서동물

의 다모류/단각류 비와 형 서동물의 선충류/요각류 비는 서로간의 높은 상 성을 보 다. 

그러므로 이들 지수들은 모두 총유기탄소량과도 유의한 상 성을 보여 연안의 유기물 오염을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1. 서론

  연안역에서의 오염은 강으로부터 공 되는 생활  산업 폐수 뿐 아니라 양식장에서 공 되

어지는 많은 유기물에 의해 발생되어지고 있다. 특히, 해수 순환이 매우 약한 만에서 양식장의 

량 집은 연안역의 유기물 오염을 가 과 함께 부 양화  무산소층이 발생되어 해양생물

의 량 폐사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속 인 연안역 해양생태계 변화  환경변화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양생물 가운데 서동물은 이동성이 고 오염원으로부터 쉽게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이용할 수 있는 지시자로 매우 요한 분류군이

다. 서동물 가운데 형 서동물은 크기가 작고, 종의 회 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간 동

안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하며, 반면에 형 서동물은 크기가 크고, 종의 

회 율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하다.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 요한 지시자 임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간의 시공간  분포와 군집구조에 향을 미치는 해양환경 변수에 한 연구는 매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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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ampling location and sites.

비하다. 지 까지 부분의 연구는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을 독립 으로 실시되어졌다.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의 분포는 서로 상 성을 가지지만(Reise, 1981), 일부 연구에서는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ennedy, 1993). 그러나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두 동물 

그룹간의 시▪공간  분포와 군집구조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 연구는 거의 실시되지 않

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안에서 동일한 환경 변화에 따른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의 

신▪공간 분포와 군집분포 특성과 두 그룹간의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2. 재료  방법

  서동물 채집은 2002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일본 다나베만에서 월별( 형 서동물) 

는 계 별( 형 서동물)로 실시되었다. 형 서동물(0.5 mm 이하)은 Smith-McIntyre 그랩 

(0.1 m
2

)을 이용하여 채집하 으며, 형 서동물(0.045 - 0.5 mm)은 그랩에 채집된 퇴 물에

서 코어(직경 2.4cm)를 이용하여 재 채집하 다. 생물 채집과 동시에 해양 환경 변수(수온, 염

분, 용존산소, 퇴 물의 pH, Eh 등)를 측정하 고, 일부 환경 변수(퇴 물 입도, 유기물, Chl a 

등)는 실험실에서 분석하 다. 

 서동물의 시공간  분포 패턴은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형 서동물과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 분석을 해 우선 정 별 

종조성과 그에 따른 그룹별 유사도 분석을 통한 집

괴분석과 MDS(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배열법으로 다차원분석을 하 다. 유사도 

분석은 정 별 총 출  개체수를 4th root 

transformation하여 Bray-Curtis의 유사도 지수를 

이용하 다. 각 그룹간의 유의성 차이 검증은 

ANOSIM 분석으로 실시하 다. 조사 기간 동안 환

경변수를 이용한 집괴분석은 Euclidean distance 유

사도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BIO-ENV 분석

을 이용하여 서동물 군집구조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두 서동물 그룹

과 환경변수 간의 상 성을 분석하기 하여 Spearman rank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내의 환경은 크게 2개의 지역(만 내측의 

남쪽과 만 외측  내측의 북쪽)으로 구분 되어졌으며, 지역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ANOSIM, R = 0.337, P < 0.001). 퇴 물의 입도는 정 32에서 가장 세립하 고, 만 내측의 

북쪽과 외측으로 갈수록 조립하 다. 반면에 퇴 물 내의 유기물 양은 정 7에서 가장 높았으

며,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감소하 다. 한 퇴 물내의 엽록소 양도 시계방향으로 갈수록 변

하 다. 그러나 다른 환경변수들은 시계방향의 변화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형 서동물 가운데 다모류 도는 총 출 량의 70.4%로 가장 높았고, 성구동물(8.6%), 갑

각류(5.0%), 연체동물(3.6%)순으로 감소하 다. 형 서동물 출 량은 조사 정  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Mann-Whitney U-test, H = 38.9, P<0.001), 만 내측의 북쪽(정  44, 33)에서 



Fig 4. Clustering analysis of macrofauna and meiofauna. 

3월과 6월 사이에 6,000 개체/ m
2

 이상으로 높았다. 형 서동물 가운데 선충류가 60.4%로 가

장 많이 출 하 고, 육질편모충류(sarcomastigophora)(21.1%), 요각류(11.7%) 순으로 감소하

다. 형 서동물 개체수는 만 내측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증가하 으며(Mann-Whitney 

U-test, H = 18.21, P<0.001), 계 인 변화(Mann-Whitney U-test, H = 1.46, P = 0.7)가 없

었다. 

Fig. 2. Spatial distributional patterns of 

dominant taxa of macrofauna.

  
Fig. 3. Spatial distributional patterns of dominant 

taxa of meiofauna.

  형 서동물 군집은 크게 만 북측(A)과 남측(B)으로 구분되어졌으며, 다시 외측(1)과 내측

(2)으로 구분되어져, 총 4지역으로 나 어졌다. 형 서동물의 군집구조는 환경변수 가운데 퇴

물의 총유기탄소량에 의해 향을 받았다(BIO-ENV test, R = 0.29). 형 서동물 도는 

A-1지역(9,770 개체/m2)에서 가장 높았으며, A-2, B-1, B-2로 갈수록 감소하 다. 다모류와 단

각류의 분포는 염분과 용존산소와 양의 상 계를 보 으나, 다른 변수(수심, pH, 총유기탄소)

와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기존에 조사된 다나베만에서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는 만 외

측에서 공 되어지는 양분과 풍부한 용존산소 향을 받는다고 했다(Miyadi, 1940). 한 

서동물은 퇴 물 입자가 은 

토에서 개체수가 증가한다

(Edger, 1995).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퇴 물의 토 성분

과 유기물 양과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는 만 내측에

서의 어류 양식장에 의한 

량 유기물 공 에 의한 오염

의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형 서동물 군집은 크게 2 

지역(만 북쪽 내측 A 지역과 

나머지 B 지역)으로 구분되었

다. 형 서동물은 형 서

동물 군집구조는 퇴 물의 총

유기탄소량에 의해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충류와 서성 요각류 개체수는 퇴 물의 총유기탄소와 음의 상 계

를 보 다. 특히, 유기물 오염지수로 이용되는 선충류/요각류 비는 만 내측 남쪽에서 높게 나

타나, 어류 양식장에 의한 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 환경 상태를 평가할 때 이용되

는 형 서동물의 다모류/단각류 비와 형 서동물의 선충류/요각류 비는 서로간의 높은 상

성을 보 다(R = 0.4, P < 0.05). 한 이들 지수들은 모두 총유기탄소량과도 유의한 상 성

을 보여 연안의 유기물 오염을 평가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1. Pairwise Spearman rank correlation between dominant taxa and environment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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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모델을 이용한 갯벌 내 갯지 이류 서식지 분포도 

작성 연구

최종국1, 유주형1, 구본주1, 이사로2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연구센터

  우리나라 서해안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은 다양한 지리 인 특징에 의한 다양한 퇴 기작이 작용

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된다. 특히, 갯벌에서의 서동물은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기물을 감소시켜 해양오염을 방하는 정화기능을 담당하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생태 , 경제 , 사

회 으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듯, 하구역의 생태  가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갯벌의 경제  가치를 단하기 한 과학  근거가 부족한 실

정이며, 이는 갯벌의 난개발을 래하여 막 한 경제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갯벌의 효율  

리를 해서는 그 생태  가치에 한 정량 인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GIS와 성자료를 이용하

여 갯벌의 생태 환경 분석 기술을 개발한다면 장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공간 으로 갯벌의 퇴 환

경  생태환경을 분석함으로서 갯벌의 경제  생태환경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고해상도 성 상과 갯벌 표층의 퇴 상 분포도  조류로 분포도 등 다양한 공간자료를 통합 분석

함으로써 갯벌에서의 서생물 분포와 퇴 환경 간의 공간  상 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갯벌 

내 서생물의 공간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태안군 천수만에 치한 황도 갯

벌로서, 태안군의 안면도, 서산시 간월도에 둘러싸여 있다. 황도 갯벌의 폭은 1.65 km, 길이는 5.15 km 

정도이며, 심부는  모양으로 조류로와 세곡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다. 퇴 상은 만조선에서 조선 

방향으로 펄 퇴 상, 혼합 퇴 상 그리고 모래 퇴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  퇴 구조들은 서 

생물에 의해 많은 부분이 교란되어 있다. 황도 갯벌에서 갯지 이류 (Polychaeta)의 서식지 분포도 작성

을 해 갯벌 서생물의 분포에 향을 주는 표층 퇴 상 분포, 지형고도, 경사도, 조류로 분포, 학 

성 상의 학반사도 자료를 공간자료로 구축하고,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의 확률

모델인 빈도비 (frequency ratio) 와 weights-of-evidence 모델을 용하여 갯지 이류 분포와의 공간  

상 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요인의 등 별 가 치를 계산하 다. 장조사를 통해 취득한 갯지 이류 

분포 자료  Prionospio japonica (매끈 쁜얼굴갯지 이)와 Prionospio pulchra (얼굴갯지 이류) 두 

종에 해, 가 치가 부여된 각 요인자료를 상으로 첩분석 (overlay analysis)을 실시하여 연구지역 

내 서식지 분포도를 작성하 다. 장에서 취득된 자료의 70%는 분포도 작성을 한 training set으로, 

30%는 검증을 한 test set으로 사용하 다. 각 측도에 해 test set의 분포 치와 비교 검증한 결

과, 빈도비 모델의 경우 Prionospio japonica와 Prionospio pulchra가 각각 77.71%  74.87%, 

weights-of-evidence 모델은 각각 64.05%  62.95%의 측정확도를 보 다. 빈도비 모델이 70% 이상

의 높은 측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GIS 기반의 확률모델이 갯벌 내 서동물

의 서식지 분포도 작성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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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ema species are common phytoplankters, especially in coastal estuarine and marine 

environments where they often form dense blooms. The genus Skeletonema has been 

recently revised based on new ultrastructural and genetic analys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Genus Skeletonema at Busan port in Korea. This 

study monthly investigated physico-chemical factors and phytoplankton at Busan port from 

February to December in 2010. During the study, Skeletonema spp. were showed 4 species 

such as S. dohrnii, S. marinoi, S. tropicum and S. sp. Skeletonema dohrnii and S. marinoi 

were found at the highest number in the from April to June at Busan port. These species 

appeared to be high temperature and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Skeletonema tropicum 

was found at the higher number in the winter season (over ×104 cells L-1) at Busan port. S. 

tropicum highest cell abundance among Skeletonema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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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 uction

Skeletonema species are common phytoplankters, especially in coastal estuarine and marine 

environments where they often form dense blooms (e.g., Castillo et al. 1995; Cleve 1900; 

Cloern et al. 1985; Estrada et al. 1985; Hasle 1973; Huang et al. 2007; Karentz and Smayda 

1984). Diatoms of the genus Skeletonema comprise a large portion of the phytoplankton 

community in coastal temperate marine phytoplankton communities globally (Smayda, 1958; 

Braarud, 1962). The genus Skeletonema has been recently revised based on new 

ultrastructural (Zingone et al., 2005) and genetic (Sarno et al., 2005; Godhe et al., 2006; 

Kooistra et al., 2008) analys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 

of Genus Skeletonema at Busan port in Korea.

2.  Materials and  Method s

This study monthly investigated physico-chemical factors and phytoplankton at Busan port 

from February to December in 2010.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obtained using Ocean Seven 319 CTD (Idronaut Co.). Dissolved oxygen (DO) and pH were 

obtained using DO meter (YSI-58) and pH meter (Orion). Chlorophyll a was estimated 

fluorimetrically using Turner Designs 10-AU fluorometer. Nutrients (Nitrite, Nitrate, 

Ammonia, Phosphate, Silicate) were measured using Flow Injection Analyzer (Quickchem 

8000, LACHAT Co.) according to Parsons et al. (1984). Phytoplankton samples were taken 

with Niskin sampler and net (mesh size 20㎛), and immediately preserved with Lugol's 

solution to final concentration of 4%. The preserved phytoplankton was identified and 

enumerated under a microscope in a laboratory. Skeletonema costatum spp. was determined 

based on literatures (Zingone et al., 200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SPSS 12.0 statistical software.

3 .  Results and  D iscussion

Skeletonema dohrnii and S. marinoi were found at the highest number in the from April to 

June at Busan port (Table 1). These two species were recorded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temperate zones, which were also the most densely covered regions in our sample 

scheme. Towards the lower latitudes the two species were found in winter or at upwelling 

sites, whereas they were encountered in spring or early summer at higher latitud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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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S. dohrnii and S. marinoi were found in the Mediterranean Sea in February—arch 

but in coastal waters of northern Europe during April—July. S. dohrnii and S. marinoi  are 

not always distinguished using morphology alone, as suggested by Sarno et al. (2005), 

because of overlap in girdle band ultrastructure. Chen et al. (2007) report strains that 

belong genetically within S. dohrnii but have subtle morphological differences from S. 

dohrnii.

Fig. 1. Monthly vari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dynamics of Skeletonema spp. 

at port Busan.

Skeletonema tropicum was found at the highest number in the winter season (over ×10
4

 

cells L
-1) at Busan port (Table 1). Skeletonema tropicum was found in tropical locations as 

well as in the Mediterranean Sea, the East China Sea and in the Lagoa dos Patos 

(southern Brazil) during summer and autumn.

Table 1. Monthly variation in abundance of genus Skeletonema observed at port Busan.

(+:×103 cells L-1; ++: ×104 cells L-1; +++:×105 cells L-1)



D om inant species F eb . Mar. A pr. May J un. J uly A ug. S ep. O ct. N ov . D ec.

Skeletonam dohrnii + ++ ++ + ++ + + + + + +

Skeletonema marinoi - + + ++ ++ - - + - + ++

Skeletonam tropicum +++ ++ + + + + ++ ++ ++ ++ ++

Skeletonam spp.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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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cord of two Apokeronopsis species 

(Ciliophora: Urostylida) from Korea

     

정재호, 백예슬, 민기식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The morphology of the two marine hypotrichous ciliates Apokeronopsis bergeri and A. 

ovalis, isolated from the Yellow Sea, Korea, are described based on live and 

protargol-impregnated specimens. This is the first instance of these species being recorded 

in Korea. Additionally, the SSU rRNA gene was sequenced in order to compare it with 

the public database. The genus Apokeronopsis has been recently established in the family 

Pseudokeronopsidae, and two congeners of the Korean population share such 

characteristics: one row of one or more buccal cirri; usually two frontoterminal cirri; 

midventral complex composed of two distinctly separated rows; one left and right marginal 

rows; number of transverse cirri, more than nine; caudal cirri absent; two types of cortical 

granules. Apokeronopsis bergeri differs from A. ovalis primarily in body shape (fusiform 

vs. ovalform), size (usually 260 × 80 µm vs. 160 × 55 µm), type II cortical granule (oval 

vs. round shape; yellow-green vs. mostly colourless and only a few yellow-green in 

colour), and morphometric data (75-106 vs. 53-70 in adoral membranelles; 37-47 vs. 24-36 

in frontal cirri; 9-15 vs. 1-2 in buccal cirri), as well as the molecular data (2.87% of 

pairwis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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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y of two marine ciliates, Pseudokeronopsis 

carnea (Cohn, 1866) and Uroleptopsis citrina (Kahl, 

1932) from Korea (Ciliophora: Hypotricha)

     

백예슬, 정재호, 민기식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The morphology of the two marine hypotrichous ciliates, Pseudokeronopsis carnea 

(Cohn,1866) and Uroleptopsis citrina (Kahl,1932) in the family Pseudokeronopsidae, 

collected from the Yellow Sea, Korea, were studied using live observation and protargol 

impregnation. Additionally, the SSU rRNA gene is sequenced. These two species are 

firstly recorded in Korea. The main diagnostic key is as follows. P. carnea: body outline 

elongate-ellipital, brown-reddish or orange-red in colour in vivo; bicorona of 16-24 frontal 

cirri; 1 buccal and 2 frontoterminal cirri; 7-10 transverse cirri; 5-7 dorsal kineties; two 

types of cortical granules (one orange-red pigment, mainly grouped around cirri and dorsal 

bristles, arraged in typical rubra-pattern; the other, colourless and blood-cell-shaped, 

densely distributed); contractile vacuole in posterior half of cell on right side, usually in 

posterior 2/5-1/3. U. citrina: body outline elongate-ellipital, yellow in colour in vivo; 

yellowish cortical granules; bicorona of 12-18 frontal cirri; 2-3 frontoterminal cirri; two 

midventral rows comprising 26-35 cirri (containing anterior, single cirri, and posterior 

portion); 3 dorsal kin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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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의 월별 광도에 따른 해빙미세조류의 bloom pattern 

연구

김도형, 김미선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지난 몇 십년동안, 북극해의 해빙 면적은 대기순환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다.(Maslanik et al, 1996;Johannessen et al. 1995).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북극해의 해빙면적의 감소율은 증가하여왔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ice pack의 면적은 

1979~1989년과 비교하여 9% 감소하였다(Maslanik et al. 1996). 양 (2009)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3.1%의 해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pack ice에 의해서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바다의 경우, 빛 광도의 증가로 인한 얼음 두께의 

감소로 인해 phytoplankton 생산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즉, 해빙면적의 변화는 북극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극해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북극해양 포유류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해빙과 관련된 서식지의 감소를 포함하고, 간적접인 영향은 지역적이거나 

시기적인 먹이가용성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이주와 분포의 패턴 또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북극해에서 해빙 두께의 변화로 인한 빛 광도의 변화에 해빙미세조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또한 해빙미세조류 의 성장과 biomass의 일시적 변화에 나머지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들은 2월부터 6월까지의 계절 변화로 인한 해빙 밑으로의 빛 투과 변화가 해빙아래에 

서식하는 해빙미세조류의 bloom pattern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stella 모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델의 결과 값을 좌우하는 factor들의 민감도 측정을 통해 

시간에 따라 어떠한 factor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참고문헌: Maslanik, J.A.,M. C. Serreze, and R. G. Barry. 1996. Recent decreases in Arctic summer ice 

cover and linkages to atmospheric circulation anomalie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3 (13): 

167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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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cord of Anteholosticha pulchra (Ciliophora: 

Hypotrichia) from Korea 

              

박경민, 정재호, 민기식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Anteholosticha pulchra (Kahl, 1932) was collected from the Yellow Sea in Incheon, Korea and 

identified based on live observation and protargol impregnation. The species is recorded firstly 

in Korea, and its taxonomic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190-300 × 30-55 µm in life; 

contractile vacuole located on left side of posterior 1/4 in the cell; marine habitat; slender in 

shape; spherical-reddish granules at cirrial bases and around dorsal bristle, some sparse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cell surface; four frontal, two frontoterminal, seven to nine 

transverse and one buccal cirri; four dorsal kineties; thick buccal lip; caudal cirri absent; many 

macronuclear nodules about 49; 46–60 membranelles in adoral zone; left marginal cirri ca. 56; 

right marginal cirri ca. 61; long midventral rows extending to transverse cirri, made up 27-34 

pairs of ci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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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karyotic Microbial Diversity of Sea-Water Column 

From The Northwind Ridge in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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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karyotic microbial diversity of sea-water column from the Northwind ridge in the 

Arctic Ocean was analyzed by using pyrosequencing method. Sea-water samples were 

collected by a rosette system equipped at CTD during the first expedition of ice breaker 

ARAON in August 2010. In this study, among the bacterial community, the phylum 

Proteobacteria was commonly the most dominant in the whole water column. Along the 

water column, the most frequent bacterial sequence was assigned as EU800040 or 

DQ396005 belonged to the order SAR11 or SAR324 respectively. Among archaeal 

sequences, the phylum Thaumarchaeota was the most predominant along the water column, 

and almost sequences of the Thaumarchaeota were assigned as an order of Cenarchaeales. 

The phylum DHVE6 (Deep-Sea Hydrothermal Vent Euryarchaotal Group 6) occurred in the 

samples only below 1500 m layer. In the CTD parameters of the water column, a sudden 

change occurred in between 7 m and 500 m, and the parameters kept conserved between 

1500 m and 2400 m. In the PCoA analysis, bacterial community was respectively grouped 

in the layer of 150 m and 500 m and the layer of 2000 m and 2400 m, and archaeal 

community was grouped in between 1500 m and 2400 m. Both bacterial and archaeal 

community structure were quite distinct from the surface layer in the species level, and 

showed percentage changes along the water column.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rokaryotic microbial diversity in the Arctic ocean could be changeable along 

depth ran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karyotic microbial diversity in 

the Arctic ocean, and the marine microbial diversity can be readily monitored by the 

pyrosequencing of 16S rRNA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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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세조류의 성장에 한 수온과 염분의 향

권형규, 오석진, 양한섭

(부경 학교 해양학과)

서론

본 연구는 서미세조류를 이용하여 오염해역의 질환경을 개선하기 해 서미세조류

의 성장에 미치는 수온과 염분 향을 실내 배양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장자료와 비교

함으로써 질환경 개선종으로 보다 온· 염성 종을 선택하기 해서 수행되었다. 한 서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효과 인 질 정화를 해 이들 서미세조류의 출 양상을 측할 필

요가 있어, 실내배양실험값을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에 한 출 모델을 작성하 다.

재료  방법 

본 연구의 실험종인 Achnanthes sp., Amphora sp., Navicula sp. 그리고 Nitzschia sp.는  

수정만에서 채집된 퇴 물로부터 분리하 다. 그리고 수온과 염분에 한 향을 살펴보기 

해 수온은 10, 15, 20, 25, 30℃의 5단계, 염분은 15, 20, 25, 30, 35 psu의 5단계를 조합한 총 25 

단계의 조건에서 성장속도 변화를 찰하 다. 한편, 서미세조류의 성장에 향을 미치는 수

온 염분의 계를 악하기 해 다항식을 표 하여 이들의 출  모델을 측하여 계산하 으

며, 3차항까지 변수증감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수온과 염분에 따른 최 성장속도는 Achnanthes sp.에서 25℃와 25 psu(0.60/day), 

Amphora sp.에서 15℃와 25 psu(0.56 /day), Navicula sp.에서 20℃와 30 psu(0.53 /day) 그리

고 Nitzschia sp.에서 20℃와 25 psu(0.48 /day)로 나타났다. 그리고 4종의 최 성장(최 성장 

속도의 70% 이내)로부터, Amphora sp., Navicula sp.와 Nitzschia sp.는 온성  염성종으

로 나타났으며, Achnanthes sp.는 낮은 수온 역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온성 종으로 특징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Amphora sp., Navicula sp.와 Nitzschia sp.는 부 양화나 빈산소수괴 문제

와 같이 오염된 연안역의 개선을 한 식물환경복원용으로 유용한 미세조류일 것으로 단된다.

얻어진 수온과 염분의 조건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의해 측모델식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chnanthes sp. : μ=2.31-0.288T-0.116S+0.0147T
2

+0.00373S
2

+0.00471TS-0.000239T
3

-

                         0.0000477S
3

- 0.0000405TS
2

-0.0000640T
2

S

     Amphora sp. :  μ=-1.56+0.283T-0.0111S-0.0140T
2

+0.000798S
2

+0.00130TS+0.000239T
3

- 

                         0.0000317S3+0.0000504TS2-0.0000942T2S

     Navicula sp. : μ=0.0789+0.0429T-0.0452S+0.000169T
2

+0.00258S
2

-0.000709TS-

                         0.0000372T
3

-0.0000331S
3

-0.0000152TS
2

+0.0000329T
2

S

     Nitzschia sp. : μ=-1.04+0.226T-0.0577S-0.00958T
2

+0.00309S
2

-0.000230TS+0.000119T
3

- 

                         0.0000442S
3

-0.0000172TS
2

+0.0000140T
2

S

구해진 모델식의 r
2

값은 4종에서 0.830∼0.957범 이며, 실험값과 측값 사이에 높은 상 계수

(0.972∼0.993)를 보 다. 만약 서미세조류의 성장에 조건, 양염 제한요인  부착기질 등

의 다른 환경요인들의 고려를 제외한다면 장의 수온과 염분을 이용하여 4종의 성장속도를 

추정할 수 있어, 서미세조류에 따른 효과 인 질 정화를 해 이들 서미세조류의 출 양

상을 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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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수만해역의 식물 랑크톤 군집 분포

              

이승민, 허승, 권정노, 박종수, 손재경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천수만해역의 식물 랑크톤 군집 분포를 악하기 하여 2010년 5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식물 랑크톤 군집분포 특성은 5월에는 은편모조류와 규조류가 우 하게 출 하

다가 6월에는 규조류가 우 하고 7월에는 은편모조류  편모류가 우 하다가 8월과 9월에

는 다시 규조류가 우 하는 양상을 보 다. 천수만해역의 식물 랑크톤 존량은 6월에 가장 

높았고 7월, 8월, 5월, 9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계인 7월과 8월은 서해연안해역(경인연

안~ 북연안)  천수만에서 가장 높은 식물 랑크톤 존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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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analysis of fertilization and developmental rates 

reduction by triclosan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Triclosan (5-chloro-2-(2,4-dichlorophenoxy) phenol), a chemical used for its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properties, is a component in household products as soaps, toothpastes and shaving 

cream. However, many researchers introduced that triclosan is converted with the dioxin by 

UV of sunshine and induced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is study, fertilization and early 

embryo developmental rates comparison of sea urchin (Strongylocentrotus nudus) was 

accomplished to identify toxicity of triclosan which is thought with the environmental 

contaminant. The sea urchin fertilized eggs evidenced a fertilization rate of 99% in control 

group (no treatment). By way of contrast, 1 µM triclosan treated fertilized eggs evidenced low 

fertilized rate of 80%. Also, Fertilization was not performed in higher triclosan concentration. 

After fertilization, we identified that early embryo developmental rates in triclosan treated 

group were reduced by up to 50% compared to control group for all stages of development. To 

process molecular work, microarray analysis was investigated. This result showed that 

developmental related genes in triclosan 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an control 

group. These genes (Homeobox protein EMX-1, bone morphogenic protein, and chromosomal 

binding protein) were confirmed by qReal-time PCR.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riclosan 

confers developmental rates reduction by sea ur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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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NA chip for jellifish verification from South Korea 

              

이건섭, 황진익. 이택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Jellyfish exponentially increasing were caused by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 change. 

Mass propagation of a jellyfish is giving a lot of damage to the economy in worldwide. 

Therefore, to instantly determine the possible kinds of jellyfish that DNA barcode data analysis 

using molecular markers. DNA chip technology is an efficient method for species-level 

identification and, as such, will contribute powerfully to taxonomic and biodiversity research. 

To identify jellyfish species, the mitochondrial COI gene, which have been found to be widely 

applicable in animal barcoding, selected species specific probe was 23bp and were printed onto 

silylated slides using a robotic microarrayer. Also, COI genes were amplified from genomic 

DNA of jellyfish using primers LCO1490 and HCO2198 targeted to COI. In this study, we 

amplified and analyzed species-specific COI sequences for six jellyfish species (Aequorea 

coerulescens, Aurelia aurita, Bolinopsis sp., Cyanea nozakii, Dactylometra quinquecirrha, 

Nemopilema nomurai) collected from Jangmok bay in Geoje. We show that each of the 

jellyfish species detected using microarray analysis. As a result, The COI barcode sequence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the identification of jellyfish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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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  주변해역 식물 랑크톤 군집의 

장기 인 분포 특성(1987-2010)

강연식*, 임주환, 인성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온배수가 흐르는 해역에서 식물 랑크톤 군집의 장기 인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월성

원자력 발 소 주변해역을 상으로 1986년부터 2010년까지 계 별로 수행한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 존량, 엽록소 농도,  우 종 분포, 그리고 종 다양성지수 조사 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식물 랑크톤은 총 350여종이 출 하 으며,  이  규조류가 270여종으로 가장 다

양하 다.  이외에 와편모조류 70여종 그리고 기타 분류군이 10여종이 출 하 다.  존량은 

연도별로 평균 98,000∼1,436,00 개체/L 이었으며,  계 별로는 평균 355,000∼951,000 개체/L로 

동계에 가장 낮았고, 춘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별로 살펴보면,  취수구, 배수구  조

구의 존량은 각각 669,699 개체/L, 610,366 개체/L 그리고 608,685 개체/L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류군별로는 규조류, 와편모조류  기타 분류군의 존량이 각각 323,380 개체/L, 

27,642 개체/L 그리고 3,084 개체/L로 규조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Chlorophyll-a 농도는 연도별로 평균 0.88∼5.06 ㎍/L이었고,  계 별로는 평균 1.10∼2.98 

㎍/L으로 동계에 가장 낮았고, 하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 다양성지수(H')는 평균 1.04∼

3.52이었고,  계 별로는 1.83∼2.48로 철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본 조사해역에서 계

속해서 주요 우 종으로 출 한 종은 Chaetoceros debilis, Skeletonema costatum, 

Leptocylindrus danicus, Thalassiosira decipiens, Pseudo-nitzschia pungens v.  atlanticus, 

Paralia sulcata, Prorocentrum spp.등이었으며, 최근에는 Chroomonas sp.의 존량이 매우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발 소 냉각계통 통과에 따른 식물 랑크톤의 성장 해율은 연도별 평균 27.5∼65.5%

이었으며,  계 별로 여름철이 타 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론 으로 월성원자력발 소 주변해역에서 식물 랑크톤의 군집구조(종조성, 존량, 엽록

소-a, 우 종 등)는 온배수(thermal discharges)가 배출되는 배수구 인근 해역에 국한되어 엽록

소 농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을 뿐,  체 인 군집구조에 미치는 발 소 가동의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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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에서의 Alexandrium spp.의 분포와 해양환경변동

1임월애. 1김숙양, 1배미경, 1박소연, 2천윤혜, 2정익교
1국립수산과학원, 2부산 학교 해양과학과

  유독 랑크톤은 먹이연쇄 과정을 통해 어패류에 축 되어 마비성패류독(PSP), 설사성패류독

(DSP), 신경성패류독(NSP), 기억상실성패류독(ASP) 등과 같은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생

산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마비성패류독은 매년  마산만과 진해만에서 출

하기 시작하여 장기간 지속되어 패류 지 조치 등에 의해 수산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주원인 

독성 랑크톤은 Alexandrium spp., Gymnodinium catenatum, Pyrodinium spp. 등 와편모조류

에 속하는 식물 랑크톤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으로 30여종이상의 Alexandrium 종이 출

하며, 종, 지역에 따라 다른 독력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마비성패류독

소 주요 원인종은  Alexandrium tamarense로 최근 이에 한 연구가 부진하 다. 기후변화의  

향으로 일본에서는 열 성 Alexandrium 출 종 출   그 분포변화가 보고되었다.  

 본 조사는 2011년 1월 부터 4월까지 마비성패류독소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진해만 15개 정

을 상으로 1월과 2월은 1회 조사를 실시하 으며, 마비성패류독이 나타나기 시작한 3월 부터

는 매주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변동과 마비성패류독소 출 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  

 해양환경요인 변동을 악하기 해 수온, 염분, 양염, 투명도, 클로로필 등을 조사하 으며,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  Alexadrium spp.의 출 량을 조사하 다. 한 Alexandrium spp.

조가 자주 발생하는 진동만 해역과 마비성패류독소가 높게 나타나는 칠천도해역에서 표층부터 

층까지 2m 간격으로 조사하여 Alexandrium의 수괴내 분포를 조사하 다. Alexandrium spp.

의 출 은 1월은 거의 출 하지 않으며, 2월 최  70cells/L로 출 하 다가 3월 에 최  

400cells/L의 출 양으로 격히 증가하 는데 이는 수온상승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 다.  

한  Alexandrium 의 수직분포는 2월은 수층상부에서 주로 출 하 으나 3월은 수층 하부에

서 높게 출 하여 휴면포자발아와 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모니터링에 의하면 3월 부터 마산만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것과 본 연구결과는 

일치하 다. 자세한 패류독소 발생 규명을 해서는 강우에 의한 염분 변동과 양염  기타 

요인과의 상 성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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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DNA 정보 발굴  바코딩

기장서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미세조류는 지구 합성양의 40%정도 기여하는 하등식물로써, 수서생태계 탄소  에

지순환의 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에 약 20만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

까지 색소 성분과 형태  특성을 기반으로 종을 구분하여 왔다. 하지만 미세 조류는 세포 크기

가 매우 작고(5~100μm), 근연종간에 형태가 유사하여 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한 세

포의 형태는 환경조건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확한 분류를 해 많은 지식과 경험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자생물학  기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DNA 기

반의 분류학 인 방법( , RFLP, RAPD, DNA 핑커 린 , DNA 바코드, real-time PCR, 

DNA칩, NGS pyrosequencing)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NGS 

pyrosequencing 기법(Roche's GS-FLX Titanium, Illumina’s GAllx and HiSeq200, Life 

Technology’s SOLiD)이 개발되어 난배양성 미세조류의 DNA 생물상 규명  이들의 유 자 

DNA 정보 발굴에 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NGS 기법을 이용하여 난배양성 미세조류로

부터 DNA정보를 발굴하고, 이들을 DNA 분류체계에 활용하기 한 다양한 housekeeping 유

자(Actin, tubulin, GAPDH, PCNA, COI, Cytb, rbcL 등)  유 자 내에 존재하는 특정 

역( , 18S rDNA V region, 28S rDNA D domain)의 특성을 분석하 다. 특히 우리나라 유해

조류 원인생물인 Alexandrium, Chattonella, Cochlodinium, Heterosigma, Microcystis, 

Peridinium 등을 상으로 DNA기반의 분류체계  세계  분포양상을 악하 다. 이들 미세

조류를 분자 으로 이용하기 한 유용한 DNA 바코드 역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방

한 양의 규조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기 해 최근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규조류 DNA 바

코드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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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effects of elevated CO2 and temperature on 

photosynthesis of Ulva pertusa
 

              

강은주, 김주형, 김 용

남 학교 해양학과

Ulva pertusa was cultur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d CO2 and temperature at 

four conditions: 400 ppm CO2 and 16°C (control), 400 ppm CO2 and 19°C (high 

temperature, global warming), 1000 ppm CO2 and 16°C (high CO2, acidification), and 1000 

ppm CO2 and 19°C (combined, greenhouse). Gross photosynthesis (Pg) was the highest at 

acidification condition. CO2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ximum photosynthetic 

rate (Pmax). In the case of global warming, rate of photosynthesis was negatively affected. 

Acidification and global warming did not affect photosynthetic parameters such as 

photosynthetic efficiency (α) and saturation irradiance (Ek). The greenhouse condition did 

not affect photosynthesis of U. pertusa. Chlorophyll a concentration and reducing sugar 

had similar patterns with photosynthetic rate. In order to evaluate the carbonic anhydrase 

(CA) activity, photosynthesis was measured with/without adding external CA inhibitor 

acetazolamide (AZ) under cultured light condition, but the photosynthetic rate was not 

affected by CO2 concentration and AZ. This result suggested that U. pertusa is a CO2 

preferred species. Thus, the photosynthetic rates of U. pertusa were not shown difference 

between two CO2 conditions. Relative growth rate (RGR) was inconsistent with 

photosynthesis, that is, RGR was higher at high temperature treatment regardless of CO2 

concentration. Despite the high photosynthetic rate at increased CO2, the discrepant result 

of growth rate could be related to organic carbon release during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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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플랑크톤 출현양상 및 분포 

특성

정승원
1
, 신현호

1
, 임동일

1
, 이진환

2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료도서관기획단, 

2
상명대학교 융복합특성화대학 

그린생명과학과

한국연안의 겨울철 식물플랑크톤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서 2월까지 한국

연안 114개 표층 정점 (서해안 16, 남해안 57, 동해안 41개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을 채집하

였다. 수온은 0.2～12.4 
o
C로 지역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염분은 서해안에서 31.91 

psu, 33.67 psu, 33.07 psu로 서해안이 낮은 염분을 나타내었다. 식물플랑크톤 출현 종수는 

총 240종으로 규조류 209종, 와편모조류 26종, 규질편모조류 3종, 유글레나조류 1종 및 기타 

1종이 출현하였다. 지역별 출현양상을 비교해 보면 서해안에서는 102종, 남해안에서는 143종, 

동해안에서는 162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높은 출현종수를 보였다.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일부 정점을 제외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별 평균 현존량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는 각각 3.91 × 10
5
 cells L

-1
와  3.97 × 10

5
 cells L

-1
로 유사한 반면, 동해안에서는 6.17 

× 10
4
 cells L

-1
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현존량에 평균 5% 이상의 주요 우점종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출현하였는데, 서해안에서는 규조류 Asterionellopsis kariana, Paralia sulcata, 

Skeletonema dohrnii, Thalassiosira nordenskioeldii, 와편모조 Heterocapsa triqnetra가 주

요 우점종이었고, 남해안에서는 규조류 Eucampia zodiacus, Skeletonema marinoi, 

Thalassiosira nordenskioldii가 출현하였다. 동해안은 규조류 Licmophora gracilis, Navicula 

sp., Odontella aurita가 주요 우점종으로 서해 및 남해안에 비해 다른 출현양상을 보였다. 식

물플랑크톤 정점별 분포에 따른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에 따른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50% 유사도에서 대부분 정점에서 각기 다른 

특색을 보이고 있었으며, 10% 유사도에서 서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지역별 특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겨울철 한국연안의 식물플랑크톤 분포는 지역별 (서해, 남해, 동해) 출현종수, 

개체수 및 우점종 등 출현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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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한 빈산소 수괴의 향

장민철, 신 호, 김 옥,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여름철 부 양화된 해역에 주로 형성되는 빈산소수괴는 sea bed에 유독가스 발생과 산성화

된 환경을 조성한다. 이 연구는 sea bed에 존재하는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한 빈산소수괴의 

향을 평가하기 해 실시되었다. 요각류 난에 한 장(in situ) 부화율은 고안된 PET 

Chamber(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ET Chamber는 남해 

가막만의 빈산소해역(hypoxic zone)해역과 산소해역(normoxic zone)에 12일동안 설치하여 매

일 난 부화율을 조사하 다. 실험기간 동안, 빈산소해역에서의 산소농도는 1.5 mg L
-1

 미만을 

유지하 고, 반면에 산소해역은 3.7-6.6 mg L-1의 범 를 보 다. Sea bed의 pH는 빈산소해역

과 산소해역에서 각각 7.2와 7.6의 값을 나타냈다. Sea bed에서 요각류 난의 도는 산소해역

(41617 eggs m
-2

)에 비해 빈산소해역(314817 eggs m
-2

)에서 약 7.6배 높았다. 난 부화율은 빈

산소해역과 산소해역에서 각각 약 4%와 약 60%로 산소해역에서 월등히 높았다. 한, 산소해

역에 비해 빈산소해역에서 비정상 난의 비율이 높았다. 본 실험의 결과는 빈산소수괴가 요각류

의 군집  개체군 변동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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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연안에 이르는 해역에서의 식물 랑크톤 

군집의 시공간  변화

정미희, 윤석 , 박철우, 김민정, 김주희, 이원철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일반 으로 하구역은 강과 연안의 흐름이 강하게 혼합되는 해역이다. 그러나 낙동강은 하구 수

역에 둑이 형성되어 강의 특징을 가진 수괴와 연안의 특징을 가진 수괴로 나뉨으로써 일반

인 하구역의 특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구둑 하류 해역

에서는 둑이 개방될 경우 염분이 매우 낮아짐으로써 여 히 하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강우시기에는 둑의 개방으로 비교  외해까지 담수의 향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1년 1월 - 2011년 11월  강우시기 집 조사를 통해 하구둑 쪽

의 강 수괴와 하구역, 그리고 연안역의 식물 랑크톤의 종조성과 다양성등의 군집 조사를 통

해, 이 세 수괴의 식물 랑크톤 군집 특성과 변화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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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development of euphausiid Euphausia 

pacifica in the East Sea of Korea 

Min Jung Kim, Seok hyun Youn

Fishery and Ocean Information Division, NFRDI

Euphausia pacifica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North Pacific Ocean and the major prey 

item for many upper trophic level species, including salmon, rockfish, seabirds and whales. 

Euphausiid abundance and population structure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to August 2010 at 10 stations in the East Sea of Korea. The collected euphausiid 

was composed of six species belonging to three genera. Euphausia pacifica were the 

predominant species, representing at least 98% of the euphausiid abundance in this study 

water column. This study will be show the monthly population development of euphausiids 

with relation to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East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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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안 동물 랑크톤 군집분포

오 석, 윤석 , 김동욱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조사해역인 남해 연안은 수심이 낮고 마난류, 황해 층냉수, 양자강 유출수, 남해연안수등 다 

양한 수괴들의 향을 받아 조경역이 형성되고 유용한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에 필요한 먹이

생물 서식조건이 조성된다. 이러한 남해연안에서 수산자원의 먹이생물이 되는 동물 랑크톤의 

공간  군집분포 비교와 마난류의 확장 유입에 따른 난류 외양성 동물 랑크톤 군집의 단기

변동을 악하기 해 남해를 동부와 서부, 2개의 해역으로 나 어 각각 1년간 계 별로 조사

하 다. 남해서부해역 총 32개 정 , 남해동부해역 총 34개 정 에서 시료를 채집하 다. 계

별 요각류의 출 종수는 남해서부해역에서 17∼28종 범 로 출 하 으며 총 44종이 출 한 

반면 남해동부해역은 23∼40종 범 로 출 하 으며 총 58종이 출 하며 남해서부해역에 비해 

동부해역에서 14종이 많이 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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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구 기수역과 담수역에서의 식물 랑크톤 군집특성

              

김지선, 신윤근, 홍성하, 김 길*

상지 학교 환경공학과, (주)그린환경연구소*

강 하구 기수역과 담수역에서 수계생태계의 1차생산자인 식물 랑크톤을 조사하 다. 강

하구 기수역의 9개 정 과, 강 하구 담수역의 3개 정 (총 12개 정 )의 표층과 층에서,  

2010년 4월, 7월, 10월 그리고 12월에 계 별로 총 4회 장조사를 실시하 다. 식물 랑크톤 

출 종수는 강 하구 기수역(233종)에서 담수역(75종)에 비해 다양하 다. 분류군별로 보면 공

통 으로 상  포식자의 양호한 먹이원인 규조류가 가장 다양하 으며, 다음으로 강 하구 기

수역에서는 와편모류의 출  종수가 높았으며, 담수역에서는 녹조류와 남조류의 비율이 높았

다. 강 하구 기수역과 담수역에서는 각각 한국 연안과 호소에서 나타나는 형 인 식물 랑

크톤 군집특성을 보 다.

식물 랑크톤 우 종은, 한국연안에서 자주 우 종으로 보고되는 서성 일시부유 규조류인 

Paralia sulcata와 온․ 염성 규조류인 Skeletonema costatum이었다. 그리고 기수성의 

Aulacoseira 속(Genus)과 Stephanodiscus hantzschii, 담수성의 Fragilaria crotonensis, 그리고 

은편모류인 Plagioselmis와 Cryptomonas sp.가 우 종이었다. 강 하구 기수역에서는 해양성 

규조류와 남조류가 주요 우 종이었으며, 특히 담수가 량으로 유입되는 시기에는 담수성 남

조류가 우 종으로 구성되며, 시기에 따라 기수역에서 주로 존량이 높은 은편모류가 우 하

고, 동계에는 낮은 수온에 내성을 지니는 규조류가 우 하는 계  양상을 보 다. 강 하구 

담수역에서는 특히 담수성 형 부유성 규조류(Fragilaria crotonensis)와 부 양화 지표성 남

조류(Microcystis aeruginosa)가 우 하는 양상을 보 다.

식물 랑크톤 존량은 강 하구 기수역과 담수역에서 각각 평균 으로 1000 cells/mL의 수

이었으며, 서해연안의 일반 인 범 인 10 ～ 10,000 cells/mL의 범  내에 분포하 지만 

반 으로 높은 수 이었다. 식물 랑크톤 군집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종다양성 지수는 동계에는 

낮은 수온에 응하는 규조류의 우 율이 높아 평균 으로 2.0 이하로 비교  낮은 수치를 기

록하 지만 이를 제외하면 2.0 이상으로 비교  높았다. 이는 조사수역이 연안해의 해수의 유

입과 강하구역의 간헐 인 담수의 방류에 의해 해양종, 기수종, 담수종이 혼재하여 비교  

다양한 종이 출 하 기 때문이다. 식물 랑크톤 종과 존량에 의한 집괴분석 결과, 강 하

구 기수역에서는 강 하구둑 인근의 상류 담수유입 정 군과 외해가 유입되는 외해측 정 군

으로 구분되는 하구역의 형 인 수평  분포특성을 보 으며, 강 하구 담수역에서는 형 

하천형의 연속 인 흐름에 의해 수직·수평 으로 균일한 군집특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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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e effects on marine organisms

by seawater desalination

              

윤성진1, 박경수1, 윤석민2, 박 석2, 문정기2

1안양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린환경연구본부

To determine ecotoxicological effects of brine discharge from the desalination 

plant and the potential tolerance impact associated with various marine 

communities, marine ecotoxicological assesment was carried out using four 

phytoplankton (Skeletonema coastatum, Chlorella vulgaris, Tetraselmis suecica 

and Isochrysis galbana) and green algae (Ulva pertusa) as primary producer, 

and two zooplankton species (neonate of rotifer Brachinonus plicatilis, adult of 

harpacticoid copepod Tigriopus japonicus) and one demersal fish (fry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s consumers. Values of 72-h EC50 of population 

growth inhibition (PGI) for S. costatum, C. vulgaris, T. suecica and I. galbana 

were estimated as 55.1, 61.7, 56.9 and 42.2psu, respectively, and I. galbana was 

the most sensitive to brin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rine sensitivity were 

found in the ranges of 30.0-45.0psu for S. costatum and T. suecica, and less 

than 40.0psu for I. galbana. Mortality rates of B. plicatilis neonate and adult of 

T. japonicus revealed that brine less than 60.0psu caused <50% mortality and 

over 65.0psu showed >50.0% mortality for the two species in terms of acute 

toxicity. 24-h LC50 and LOEC value of rotifer neonate (68.1psu and 55.0psu,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ose of T. japonicus (63.6psu and 40.0psu, 

respectively) for 96-h test periods. Spoluration rate of green algae U. pertusa 

sharply decreased from 60.0psu and 0% between 65.0 and 80.0psu with a 96-h 

EC50 value of 53.3psu. Survival of olive flounder fry P. olivaceu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brine concentration and the 96-h LC50 value was 

estimated as 48.6psu, lower than green algae, but NOEC (40.0psu) of olive 

flounder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green algae. In general, 40.0psu of 

salinity seems to be a threshold concentration for acute toxicity of brine. 

Differences of brine effect on each test species has a connection with difference 

of eco-physiological characteristic such as tolerance of organism on brine, 

exposure times, and natural habitats of test species. Therefore, site-specific test 

strategy is highly recommendable to reflect the local ecosystems for the brine 

discharge and also site selection of desalination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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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Undaria pinnatifida)의 기생활사를 이용한 

고염수 노출 평가에 한 연구 

김 섭1, 박경수1*, 윤성진1, 윤석민2, 박 석2, 문정기2

1안양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린환경연구본부

본 연구는 해수담수화 랜트에서 배출되는 고염의 해수가 해양생태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수행하 다. 실험은 미역의 기생활사  합자(zygote)에 

한 장기 염분노출을 평가하 다. 실험에 사용한 미역 합자는 남 완도의 한 양

식장에서 구입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고, multi-room incubator를 이용하여 염분 

실험은 34 psu에서 40 psu까지 1 psu 간격으로 염분도를 조정하 고, 고염분 실험

은 33, 40, 50, 60, 70, 80 psu의 염분도를 설정하여 20±0.2℃ 온도를 유지하고 PESI

배지로 30일간 배양하 다. 실험결과, 염분 실험에서는 모든 염분도에서 실험시작 

15일 후 미역 합자가 붙은 실 면 의 약 90%를 차지하 고, 30일이 지난 후에도 

비슷한 면 을 유지하 다. 반면, 고염분 실험에서는 실험시작 15일 후 50 psu까지

는 90% 이상의 면 을 차지하 으나, 60 psu에서 84.85%의 면 을 차지했고, 70 

psu이상에서는 모두 사멸하여 15일간의 반수 해농도는 64.2 psu이었다. 실험시작 

30일 후에는 50 psu까지는 90%이상의 면 을 유지하 으나, 60 psu에서는 22.73%

로 감소하여 30일간의 반수 해농도는 56.4 psu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

해볼 때 해수담수화 랜트 배출물질의 하나인 고염의 해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충분한 희석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해수담수화 랜트 건

설시에 주변해역의 연안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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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소형인공생태계 (benthic chamber)를 이용한 

생태계 수 의 독성평가에 한 연구

              

이무 , 박경수, 윤성진, 김 섭

안양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본 연구는 생태계  군집 수 의 장 독성평가를 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갯벌의 

서생태계에 용 가능한 소형인공생태계(microcosm)를 제작하 으며, 인공생태계 내부로 생물이 

안정되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규명하고자 실시하 다. 소형인공생태계 내부는 해수의 흐름  

생물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여 1, 2, 4개의 역으로 인공생태계를 분할하 으며, 분할 역에는 

조구와 background( 장 퇴 물)를 제외한 각각의 처리구에 실험지역 주변에서 채취한 하수오니의 

일정량을 농도별(1%, 5%, 10%)로 조제하여 매립한 후 인공생태계 내의 갯벌 퇴 물의 환경요인 변

화와 퇴 물 속으로 가입하는 서생물상의 변화를 조사하 다. 실험결과, 퇴 물 내의 화학 산소

요구량과 강열감량 농도는 조구와 background에서 체로 낮았으며, 시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 실험후반부에는 감소하는 추세 다. 총황의 경우, 실험 기 농도는 조구를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 으며, 실험 후반부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 다. 분

할 역에 따른 시료농도별 환경요인의 값은 분할 역에 상 없이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측정값

이 높게 나타났으며, 분할 역별 환경요인의 자료에서는 4개 역으로 분할한 처리구의 농도가 비

교  낮게 측정되었다. 퇴 물 내로 가입한 형 서동물의 종수는 4개 역으로 분할한 처리구에

서 농도와 상 없이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개체의 출 량 역시 조구를 제외하면 4개 역으로 

분할된 처리구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할 역별 가입 서동물의 생태지수(종균등도, 종풍

부도  종다양도 지수)는 종수  출 량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구를 제외한 시료 처리구에서 높

은 값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용한 소형인공생태계는 비  타당성 실험결과 생

태계  군집 수 의 독성평가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내부를 분할하지 않은 시스템과 비교할 

때 분할방식의 소형인공생태계가 더 유용한 방법으로 단되지만 추가  실험을 통해 통계  유의

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 갯벌생태계로 유입되는 다양한 성상을 물질을 고려하여 고형 오염

물질 외에 다양한 성상의 유해물질에 한 실험방법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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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가막만의 중형저서동물 군집 변동 특성 

이희갑, 강태욱, 오제혁, 민원기*, 노현수*, 김동성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 

여수에 위치한 가막만은 남해안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 해역은 크고 작은 반도와 

섬들로 형성된 내만이 잘 발달한 곳이며, 육지로부터 영양염의 유입이 많아 기초 

생산력이 매우 크며 많은 종류의 어패류가 서식하여 각종 어패류의 증양식이 행해

짐은 물론 산란 및 서식장으로서 천해의 보고이다. 그러나 각종 어패류의 증양식이 

행해지고 있는 가막만은 생태환경의 악화나 어장의 노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중형

저서동물의 시료 채취는 Smith McIntyre grab을 사용하여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채

취한 시료로부터 직경 3.6 cm 크기의 아크릴로 된 튜브를 사용하여 부 시료를 3 개씩 

채취하였다. 채취된 퇴적물 시료는 표층으로부터 깊이 5 cm까지 채취하고, 현장에서 

rose bengal을 혼합한 5 %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현장에서 연구실로 운반하여 

각 크기의 체(1 mm, 500 ㎛, 250 ㎛, 125 ㎛, 63 ㎛, 37 ㎛)로 간극동물을 크기별로 

걸러내어 광학현미경 하에서 분류 및 계수 후 분석하였다. 시료의 채집은  2009~2010

년 2월, 6월, 10월에 채집을 하였고, 가막만 내에 하수처리장 해역, 양식장 해역(꼬막, 

가두리), 국동항 어항단지 앞과 생활 하수 하천 앞, 여수 시내 앞 그리고 가막만 내에 

청정해역에서 시료를 계절별로 채집하여 각 해역의 환경에 따라 계절별로 변화하는 중

형저서동물의 생물 군집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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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s of nuclear, mitochondria, chloroplast 

genes within the Aleolates with emphasis on the 

dinoflagellates

천주용, 기장서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Dinoflagellates are a diverse group of protists, occurring in marine and freshwater 

habitats. About half of all dinoflagellates are photosynthetic, and these make up the largest 

group of eukaryotic algae apart from the diatoms. Morphological taxonomy has been well 

established; however, their taxonomy is still revised and undescribed dinoflagellates 

continue to be discovered from natural environments, by means of molecular analyses. In 

the present study, we extensively compared nuclear (nr), mitochondria (mt), and chloroplast 

(cp) genes within the dinoflagellates in order to use for their phylogenetic markers and 

DNA taxonomy. These included nr 18S rDNA, 28S rDNA, actin, a-tubulin, b-tubulin, 

GAPDH, PCNA, mt COI, Cytb, cp rbcL, psb genes. Comparative analyses showed that 

genetic divergence of Cyt b was the highest, followed by 28S rDNA  gene. Parsimony 

analysis showed that of the genes 28S rDNA gene has the highest informative. 

Phylogenetic analyses showed that branch patterns in trees of actin and 28S rDNA were 

compatible to 18S tree, but generally not in other gene trees. Of the tested genes the 28S 

showed much higher genetic divergence and the acceptable phylogenetic and evolutional 

history in the dinoflagellate line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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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descriptions of six aloricate oligotrich 

ciliates (Ciliophora: Spirotricha: Oligotrichia) fro m 

S o u th ern  co a st o f K o rea

              

이은선
1,2

, Xu dapeng
1

, 신만균
2

, 김 옥
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1

, 울산 학교 생명과학부
2

In marine ecosystem, ciliates have been recognized as a dominant group in microzooplankton 

communities and known to serve as an effective link between microbial loop and metazoan food 

web. Recent investigations show that aloricate oligotrich ciliates occur in high numbers and 

consume significant quantities of autotrophic and heterotrophic microbial production. However, 

the taxonomic composition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ligotrich ciliates in Korean 

coastal waters are poorly known. To supply the morphological information of oligotrich ciliates, 

water samples were collected in Gwangyang (20sites) Bay and Jinhae Bay (23 sites) from 

February 2009 to February 2011 and processed by QPS (quantitative protargol staining) method. 

As a result, six species belonging to 3 genera were identified and redescribed, Strombidium 

bilobum Lynn & Gilron, 1993, S. epidemum Lynn et al., 1988, S. pollostomum Lynn & Gilron, 

1993, Lohmanniella oviformis Leegaard, 1915, Strombidinopsis chilorhax Montagnes et al., 1991 

and S. elongata Song & Bradbury, 1998. Strombidium bilobum is a middle sized Strombidium 

(20-50 ㎛ in length) and has bilobed Ma (macronucleus).  S. epidemum is a small sized 

Strombidium (≦20 ㎛ in length) with VM (ventral membranelles) separated from AM (anterior 

membranelles). S. pollostomum is also a small sized Strombidium but its VM are continuously 

connected with AM. Lohmanniella oviformis has completely circled EPk (external polykinetids) 

with nonciliated monokinetids (dikinetids?) located on posterior pole of cell. Strombidinopsis 

chilorhax has 16-18 EPks, 16-18 longitudinally arranged SKs (somatic kineties) and each kinety 

has 12-16 dikinetids. S. elongata has 17-23 EPks, 11-12 longitudinally arranged SKs and each 

kinety is composed of 28-30 dikinetids. These six species were firstly reported from Korean 

coastal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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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MARINE DIATOM FOGEDIA (BACILLARIOPHYCEA) 

WITH DESCIPTIONS OF SIX NEW SPECIES FROM THE KOREAN SAND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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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cus of this paper is Fogedia a marine diatom genus bound to the littoral zone. Although 

particular Fogedia species has rather limited, due to scarcity of information, geographic 

distribution in none of the regions they have occurred abundantly so far. The situation in the 

Korean sandflat at Gyehwa tidal flat of Saemangeum area is unique and can only be compared 

with the Danish North Sea coast to a limited extent. An abundance of Fogedia species in 

Gyehwa tidal flat creates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the ultrastructure of the frustule and 

the cell content. Here we provide evidence that in terms of plastid shape Fogedia is closely 

related to Navicula sensu stricto and Hippodonta, whereas morphologically it shares (to the 

certain extent) the raphe system with Hippodonta. Some other ultrastructural characters, e.g. 

hymenate areola occlusions point out to the relationship with Navicula sensu stricto and 

Hippodonta. All the Fogedia species reach fairly high relative abundance in the diatom 

assemblage of the sand flat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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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부 해역 미역바늘구멍증 발생원인종 추 을 한 연구

신상희1․김미향2․손민호1․노화섭3

1해양생태기술연구소, 2부경 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3 남씨그랜트사업단

서 론

우리나라의 미역양식은 해조양식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식산업에 부정

인 향을 주는 양식미역의 병충해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역 병충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바늘구멍증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바늘구멍증은 미역 엽체에 구멍 증상을 일

으키는 병충해  하나로 엽체부에 직경 0.5～1.5mm 정도의 구멍증상을 보이며, 염장미역의 경

우 품질 하를 야기한다. 구멍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생물은 요각류  하 티코이다 목, 탈 스

트리과 종이 주요 종으로 밝 진 바 있다. 그러나, 미역양식 완료 후, 이 원인생물의 서식지  

이동경로 등 하계 생태에 한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장 해역 바늘구멍증의 원인생물인 하 티코이다의 년  출 양상을 

악하여 이들의 하계 서식지  이동경로를 추 , 악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본 연구는 미역양식 시기에 6차례, 완료 시기에 2차례 실시하 으며, 바늘구멍증 원인생물의 

이동 경로를 악하기 하여 미역양식장 내 동물 랑크톤 군집조사와 미역양식장 인근 조수

웅덩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미역양식장 내 표본의 채집은 10개 정 에서 NORPAC 

net를 이용하여 수직 채집하 으며, 2회 반복채집을 실시하 다. 조수웅덩이 조사의 경우, 첫째, 

조수웅덩이 해수 내에 서식하는 동물 랑크톤  하 티코이다 조사를 실시하 으며, 둘째, 조

수웅덩이 내 해조류에 부착하고 있는 하 티코이다 조사를 실시하 다. 한, 통계분석은 일원

일차분산분석(one-way AVOVA)  T-test를 실시하 다.

결 과

총 8차에 걸쳐, 조수웅덩이에서 출 한 하 티코이다 목은 총 4과에 속하는 8종, 40,200개체가 

출 하 다. 이  가장 우 하여 출 한 종은 Dactylopusia pauciarticulata이며, 시기 으로는 

미역양식 완료 시기인 8차(2009년 7월) 조사에서 가장 많이 출 하 다. 조수웅덩이에서 출

한 해조류는 총 28종이었으며, 각 해조류 종류에 따라 부착하여 서식하는 하 티코이다의 출

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P<0.05). 미역양식장 해수에 출 한 동물 랑크톤  하 티코이다의 

출 비율은 1차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1%이하로 나타나 낮은 값을 보 다.

조사해역 조수웅덩이의 미역양식 시기와 완료 시기에 출 한 하 티코이다  바늘구멍증의 

원인생물인 탈 스트리과에 속하는 동물 랑크톤의 평균 출  개체수는 양식 완료 시기에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수웅덩이에서 미역양식 완료 후, 탈 스트리과에 속하는 동물 랑크톤

의 출 이 상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해역 미역양식장 해수의 미역양식 시기와 완료 시기에 나타난 하 티코이다  바늘구

멍증의 원인생물인 탈 스티리과에 속하는 동물 랑크톤의 평균 출  개체수는 양식 완료 시

기에 높게 나타났다. 미역양식장 해수와 조수웅덩이에서 출 한 하 티코이다 개체수의 비교 

검정을 해 T-test 분석결과, 조수웅덩이와 미역양식장에 따른 공간  요인에 의한 하 티코

이다 출 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양식 시기와 완료 시기에 따른 시간  

요인에 의한 하 티코이다 출 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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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저층냉수대의 유종섬모류 분포특성

 

김은송1,3, 이은선1, 강정훈1, 김웅서2, 서호 3, 김 옥1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1, 한국해양연구원 여수엑스포지원단2, 남 학교 

환경해양학 공3)

황해 저층냉수대의 유종섬모류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층냉수대가 발달하는 하계에 총 21개 정점에

서 SCML(Subsurface chlorophyll maximum layer)을 포함한 수심별(10m 간격) 채수와 함께 수온, 염분을 

조사하였다. 전체 정점에서 유종섬모류는 총 11속 23종으로 Stenosemella 속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개체수 

출현 범위는 25~ 1,691 cells L
-1

이었고, 개체수와 종조성은 수심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정점 C02와 B04

의 SCML 상층부(표층~20m)에서 Coxliella sp.가 우점하였으나, SCML에서는 매우 낮은 개체수(<246 cells 

L
-1

)를 보였고 모든 정점의 SCML부터 BCWL(Bottom cold water layer, 40~80m)에서는 Tintinnopsis와 

Stenosemella 속의 종들이 주로 출현하였고, 6개 정점(A03, A05, A06, B02, C02, C04)에서 냉수 지표종으

로 보고된 Acanthostomella norvegica와 Ptychocylis obtusa가 관찰되었다. 특히 수온이 6.5-10.5 ℃의 범

위를 보인 BCWL에서 저서성 연안종으로 알려져 있는 Tintinnidium primitivum이 높은 개체수로 출현하여 본 

종은 대표적 유종섬모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본 종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통하여 황해저층냉수대의 고

유생태계에서 이들 개체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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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pecies of the genus Paraleptastacus 

(Copepoda: Harpacticoida: Leptastacidae) from the 

intertidal zone of Naksan beach, Korea. 

박은경, 이원철

한양  생명과학과

During a study of benthic harpacticoid copepods from the intertidal zone of Naksan 

beach, Korea, a new species of the genus Paraleptastacus was recognized. Before this 

study, the family Leptastacidae is not recorded in Korea. The genus Paraleptastacus 

consist of 14 valid species and 4 invalid species. The new species was placed in the genus 

Palaleptastacus because of the developed triangular rostrum, antennular formula and 

2-segmented P1 exopod. The new species is related to Paraleptastacus supralitoralis, and 

P. brevicaudatus with the characters of setae formula of legs. But the new species was 

cleary distinguishable from congeners by setae formula in P3 and P4.

Keyword: Copepoda, Harpacticoda, Leptastacidae, Paraleptastacu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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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사육환경 

개선에 한 연구

한동원, 한경남, 문동철, 이남현, 류경무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는 지동물문(Arthropoda) 갑각강(Crustacea) 

십각목(Decapoda)에 속하는 표 인 유 형 게류이다. 우리나라 동․남․서해안과 

일본, 국 등지에서 분포하고 있는 기호종이며(변, 1941.) 연안 유용 수서자원  

수출과 경제성이 높은 고  요 상종으로 두됨에 따라, 이에 한 양식 기업

화와 앞으로의 자원량 감소에 비하여 인 인 자원 증강을 기할 수 있는 종묘생

산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허, 1972). 

하지만 꽃게의 종묘생산에 한 국내연구로서는 국외에 비해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운 설정이며, 특히 사육환경개선이나 공식 감 개선에 한 연구는 더더욱 미흡

하다.

본종에 한 수요는 많으나 일부 민간업자들이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효율 인 양식을 해 사육환경개선을 한 다양한 연구들이 더욱더 필요한데 특히 

그 에서도 연구가 많이 미진한 요인인 기 유생의 먹이와 유생에 한 빛의 

향의 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요하다. 먹이는 갑각류의 생존에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고(Nakazawa, 1993), 빛 한 갑각류의 유 과 섭식 등의 행동에 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  하나여서(Sulkin 1984; Minagawa and Murano, 1993) 국외에서

는 이미 빛과 련하여 어류나 랑크톤  갑각류, 심지어 곤충 등을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어왔고,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는 유생의 먹이생태와 빛의 향을 조

사함으로써 기존의 국내연구에 추가  기 데이터를 제공하여 좀 더 나은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 다.

1. 변충규.,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의 종묘 생산에 한 연구." Bull. Korean Fish. 

Soc. 3(3): 187-198.,1970

2. 허종수, 방극순, 노용길.,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MIERS) 유생의 인공사육과 성장에 한 

연구." Bull. Fish. Res. Agen. 9: 55-70.,1972

3. Caleb Gardner., Effect of photoperiod and light intensity on survival, development and    

cannibalism of larvae of the Australian giant crab Pseudocarcinus gigas (Lamarck)., Aquaculture, 

Vol.252, pp.557-565, 2006

4. Nakazawa., "Ingestion Rate Feeding Behavior of the Peppermint Shrimp Lysmata wurdemann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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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서북극해 에서 하 기 식물 랑크톤 군집의 

분포  종조성에 한 연구

Distribu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in the 

Northern Pacific Ocean and Western Arctic Sea 

주형민1,2, 정경호2, 윤미선2, 김보경2, 이상헌3, 이진환1

1상명 학교 생물학과, 2극지연구소, 3부산 학교 해양과학과

북태평양  서북극해인 베링해, 척치해, 캐나다 해 분지에서 2006년부터 4년간 하 기에 

식물 랑크톤 군집의 분포와 지역에 따른 종조성의 차이를 조사하 다. 조사 시기는 북극 유빙

이 후퇴하여 발생이 일어난 직후인 늦여름에 표층의 식물 랑크톤 존량과 엽록소 a 농도

를 측정하 다.

서북극해에서 출 한 식물 랑크톤 군집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체 81종의 다양성

을 나타내었으며, 8개의 분류군이 찰되었다. 연구지역을 크게 베링해, 베링해 , 척치해, 캐나

다 해 분지로 구분 지었을 때 식물 랑크톤 존량은 베링해(3.6 x 106 cell L-1)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나 엽록소 a의 농도는 베링해 에서 2.31 mg L
-1

로 베링해(1.35 mg L
-1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베링해에서 주요 우 종은 Phaeocystis sp.와 Fragilariopsis  sp. (< 20um) 이

었으며 평균 출  종수는 15종이었다.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인 베링해 에서는 평균 20종으로 

제일 높은 종다양성을 보 으며 상 으로 크기가 큰 Thalassiosira sp. 와 Fragilaria sp.가 

주로 우 을 하 다. 유빙의 향을 직 으로 받는 척치해에서는 1.9 x 10
6

 cells L
-1

의 존

량을 보 으며(평균 12종) Chaetoceros sp.와 Phaeocystis sp.가 우 하여 베링해 과는 다른 

종군집의 분포를 보 다. 해빙의 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의 낮은 캐나다 해 분지 지

역에서는 식물 랑크톤의 존량  종조성, 엽록소 a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히 낮음

을 확인하 다.

태평양 해류의 향을 받는 베링해와 베링해 , 남 척치해 지역에서는 상 으로 높은 

존량  종다양성을 나타내었으나 고 도로 갈수록 그 값이 낮아짐을 확인하 다. 베링해   

남 척치해에서는 두 개의 해류가 합쳐지는 수문학  특징으로 인하여 생물량  종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며, 앙 척치해 이상의 지역에서는 해빙으로 인한 수온  빛의 제한으로 인하여 

생물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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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Hatschekia 

(Siphonostomatoida, Hatschekiidae) 

parasitic on fishes from New Caledonia
 

이소 1, Geoffrey Boxshall2, 이원철1

1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 국 자연사 박물

 The genus Hatschekia Poche, 1902 belong to the family Hatschekiidae, Kabata 

1979, gill parasites of actinopterygian fishes (Boxshall & Halsey 2004). This 

genus has biramous first and second legs; third and fourth legs reduced to setae 

and considerable variation in shape and the segmentation of genital complex 

(trunk) and abdomen. The intraspecies variation has been observed in the 

segmentation of first antenna, armature formular of leg1 and 2, and presence or 

absence of leg3 and 4 (Hewitt 1969; Jones 1985; Kabata 1979).

 Two new species of Hatschekia are described from gills of perciformfishes in 

New Caledonia: Hatschekia sp1. nov. from Epinephelus maculates, H. sp2. nov. 

from E. cyanopodus. These new species are similar to H. cernae Goggio, 1905, 

but armature formula of first antenna and legs are different. They have unusual 

morphological charact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new 

species; first antenna 5-segmented, first antenna, leg1 and leg2 armature formula 

were same. However, body shape is clearly different. We also report that the 

two perciform fishes are new hosts for this g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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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nematodes from the South Sea of Korea.

Chaeyoung park
1

, Natalie Barnes
2

, Wonchoel Lee
1

Department of Life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nyang 

University, Seoul
1

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2

    Two new species of free-living marine nematodes, Parodontophora sp. nov. 

(family Axonolaimidae) and Sabatieria sp. nov. (family Comesomatidae), are 

described from the South Sea, Korea. The Parodontophora sp. nov. is similar to 

P. paragranulifera (Timm, 1952) in the shape of the amphids, with the ventral 

arm of the amphid extending beyond the base of the stoma. The Sabatieria sp. 

nov. is similar to Sabatieria pulchrata (Kreis, 1924) in the shape of the amphids, 

with the amphids immediately posterior to the cephalic setae. 

    The Parodontophora sp. nov. is characterized by the cuticle with faint outer 

striation, cervical setae, and somatic setae. Also there are four pairs of 

subventral setae on the conical portion of the tail, several short irregular setae 

on the tail, and six bifurcate teeth at the tip of the cylindrical stoma. The 

Sabatieria sp. nov. is characterized by irregular dots on cuticle, the shot cervical 

setae, and four pairs of subventral setae. It's buccal cavity is cup-shaped and 

deeper than others species. Sabatieria sp. nov. also  has conspicuous 

supplements and cylindrica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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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new species of monstrilloid copepods from 

Korean waters

동구
1

, 임동
2

, 이원철
1

1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2
수산자원사업단 서해지사

    Monstrilloid copepod is one of the least known groups of Copepoda. Monstrilloids have 

two different life stages. When they are at naupliar stages, they live as parasites and the 

nominal hosts are macro-invertebrates such as polychaete worms and molluscs. After the 

juvenile stage they become planktonic adults which are non-feeding, and also extremely 

reproductive. Despite of their excessive reproductivity, the adult specimens are somehow 

scarce. With those reasons, the study on monstrilloids have not been studied well so far.

   Several monstrilloids were collected along the east coast of Korea during the night by 

using of light trap. Further taxonomical analysis showed that two male species of 

monstrilloids are new to science. One is identified as Cymbasoma sp. nov. and the other 

one is considered as Monstrillopsis sp. nov..

    Cymbasoma sp. nov. has resemblances to Cymbasoma chelemense.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the setal formation of the antennules. The first segment of the 

antennule bears a plumous seta in case of the new species but C. chelemense has a spine 

instead of the seta. Also the new species has 4 branched setae and a seta on the terminal 

segment of the antennules but C. chelemense has 5 unbranched setae only. The naupliar 

eyes are prominent in the new species. Although C. chelemense has those too, these are 

not so prominent. The Monstrillopsis sp. nov. bears a typical character of the Genus 

Monstrillopsis on its tip of the antennule segment : A crescent-like spine. The new 

species shares this feature with Monstrillopsis sarsi however it has also different numbers 

of branched setae on the antennules.

    Here we describe more details about those species not only by the aspects that we 

already mentioned above but also the other taxonomical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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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의 Pseudo-nitzschia 속의 분리와 분포

김진호, 조수연, 한명수

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최근  세계 으로 Pseudo-nitzschia 속의 출 빈도와 범 가 증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

내 연안에서의 Pseudo-nitzschia 속에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 일부 종은 기

억상실성 패독 domoic-acid(DA)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 출 하는 

Pseudo-nitzschia 속 종의 분류와 이들의 분포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안에 분포하는 Pseudo-nitzschia 속의 종을 분리하기 하여 2010년 3월부터 2011년 4

월까지 국내 연안의 39개 정 에서 시료를 채집한 후, 모세 법으로 단일 세포를 분리하여 배

양주를 확보하 다. 확보된 배양주는 학 미경과 자 미경  ITS 역의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종을 동정하 다. 그 결과 DA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P. australis, P. 

calliantha, P. delicatissima, P. fraudulenta,  P. multiseres, P. multistriata, P. pungens 7종

과 무독종의 P. americana, P. micropora, P. subpacifica 3종을 포함한 총 10종의 분포가 밝

졌다. 특히 잠재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P. multistriata가 서해  남해 일 를 포함한 

총 10개의 정 에서 발견되었는데, 분포지역에 따라 형태  다양성이 높게 나타난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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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otosynthetic functionality of kleptoplasts 

in the sacoglossans mollusks 

Elysia atroviridis and Elysia nigrocapitata
 

              

Ju-Hyoung Kim
1

, Kwang Young Kim
1

, Gwang Hoon Kim
2

, Jong Won Han
2

, 

Tatyana A. Klochkova2

1Department of Ocean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Department of Bi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Solar-powered sea slugs are able to incorporate chloroplast through the feeding from the 

marine macroalgae.  We conducted the starvation experiment to investigate effect of 

long-term light exposure (0, 80, 130, 220, and 450 μmol photons m
-2

 s
-1

) on the 

photosynthetic activity, and feeding specificity of kletoplasts in the sacoglossans mollusks 

Elysia atroviridis and Elysia nigrocapitata.  Starvation induced the decrease of 

photosynthetic activities of E. atroviridis except for dark condition.  The effective quantum 

yield of PSII (ΦPSII) was rapidly decreased under 280, 450 μmol photons m
-2

 s
-1

 conditions. 

To test the feeding specificity, four green algae (Chaetomorpha sp. Cladophora sp. 

Bryopsis sp., and Phyllodictyon sp.) were sufficiently fed to E. nigrocapitata during the 

preincubation period, and then starv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for 27 days. The ΦPSII 

of E. nigrocapitata. fed Chaetomorpha sp. was slowly decreased during the starvation 

under low irradiance condition (40 μmol photons m
-2

 s
-1

). The ΦPSII of E. nigrocapitata. 

that were fed Cladophora sp., Bryopsis sp., and Phyllodictyon sp. were shown relatively 

rapid decrease during the starvation.  These results were suggested that the high 

chloroplast functionality was kept at low light conditions, and Chaetomorpha sp. is efficient 

prey for the retention of chloroplast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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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군락지 주변해역의 환경 특성  장기동향 분석

박도진,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라남도 완도군 신지 교에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 주변 해역의 환경 특성  장기동향을 

알아보기 해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장기자료(2000∼2008년) 분석과 연산호 군락지를 포함한 주

변해역의 장조사를 실시하 다.

 장기자료의 조사정 은 연산호 군락지에 인 한 3개 정 의 환경인자(수온, 염분, 용존산소), 

양염류(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질산성 질소, 규산염), 식물 랑크톤 생체량(Chlorophyll-a)

의 자료를 분석하 다. 장조사는 연산호 군락지 주변해역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총 12개 

정 을 선정하 으며, 모든 정 에서 환경인자(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탁도)를 측정하 으

며, 한 해역의 표 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4개 정 에서 양염류, 식물 랑크톤 생체

량  군집구조를 조사하 다.

 연산호 군락지 주변 해역의 수온과 염분은 장기 으로 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양염류인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질산성 질소도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장 

조사 결과 역시 연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5정 에서 아질산+질산성 질소와 인산염의 농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 양화는 수온 상승과 함께 식물 랑크톤의 번식속도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식물 랑크톤 생체량(chlorophyll-a)이 증가하는 경향이 장기자료 분석 결과

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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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Primary Production in Mokpo Bay using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

 

Brisneve Edullantes, Yongsik Sin1 and Kyunghoon Shin2

1 Division of Ocean System Engineering,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rine Sciences, Hanyang University

 

Phytoplankton primary production (PP) determines the capac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to support life since this process contributes the highest fraction of the food chain base. 

Estimating PP is important in monitoring the condition of seas and oceans, but it is 

restricted by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techniques.  Fast 

Repetition Rate Fluorometry (FRRF) overcomes some of these limitations by measuring 

instantaneous and in situ primary production. FRRF was used in this study to assess the 

phytoplankton PP in Mokpo Bay during February and May in 2009. Specifically, this 

intended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and reliability of FRRF in measuring phytoplankton 

PP by comparing it with 13C-derived PP estimates. PP estimates measured from FRRF and 
13

C technique varied vertically with similar decreasing trend but the former was 1.07 to 

4.93 higher compared to the latter. Furthermore, FRRF generally overestimated the water 

column integrated PP by 1.2 to 3.5 folds suggesting that FRRF and 13C techniques 

probably estimate different aspects of PP, gross and net PP, respectively. A correction 

should be made to factor out the effect of respiration in the FRRF measurements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comparison with 13C technique. There was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RRF- and 
13

C-derived PP with r
2 

values of 0.9739 (p<0.05) suggesting that 

FRRF can be a useful technique in assessing phytoplankton PP. However, further 

comparison with a wide-ranging spatio-temporal consideration is needed to test the 

reliability of the FRRF technique and to improve estimates of phytoplankton PP in Mokpo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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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안해역의 담수유입에 따른 해수 환경인자의  

장기변동 특성  향

 김 호,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반폐쇄 인 해역인 목포연안해역은 산강 하구언에서 담수유입이 이루어지는 하구역으로서,  

유입되는 담수의 향이 클 것으로 상되며, 해역의 내측과 외측에 한 담수유입에 따른 

향이 다를 것이라 상된다. 따라서 담수유입에 따른 해수 환경인자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지난 10년간(1999-2008)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7정 (하구언 인근-외달도 인근)에서 조사된 해

수 환경인자들의 장기변동 특성을 악하 다. 한, 각 환경인자들의 상 성을 알아보기 하

여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 다.

 수온의 장기동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염분은 하구언에 인 한 정 의 표층에서 감소

하며 용존산소는 하구언에 인 한 정 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양염류는 체 으로 

증가하 으며, 인계열의 양염류보다 질소계열의 양염류가 더욱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식물 랑크톤 생체량은 하구언 인근정 의 표층에서 증가하 다. 

 각 항목의 상 분석 결과, 하구언과 인 한 내측정 에서 염분과 양염류가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 외달도와 인 한 외측정 에서 염분과 양염류의 상 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내측해역에 한 양염류의 공 이 담수에 의해 조 되어질 수 있으며, 담수

유입에 한 향이 해역의 내측과 외측이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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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PAM을 이용한 해 류와 해조류의 합성 효율 비교 

              

이상용, 김영식, 황일기, 하동수, 공용근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Diving PAM(Pulse-Amplitude Modulated fluorometry, Waltz)을 이용하여 해 류인 거머리말, 애

기거머리말, 해호말과 수거머리말 4종과 해조류인 고리매, 구멍갈 래, 가는개도박과 양식 미역 4종

에 해 합성 반응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 다. 생육 환경 조건이 다른 해 류와 해조류의 합성 

반응은 rapid light curves(RLC)로 측정하 다. RLC는 PAM에서 만들어진 인 인 량 변화 범  

내에서 효과 인 양자수율(quantum yield)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육환경에 따른 해 류와 해조

류의 합성 효율을 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합성 반응은 Diving-PAM의 빛 보정 기능 

로그램에 의해 내부 할로겐 원으로부터 사 에 인식된 량(PAR, 0, 55, 162, 254, 500, 733, 994, 

1427, 1922 μmol photons m
-2

s
-1

) 범 에서 측정하 다. 장에서 채집한 식물 시료는 Diving PAM

을 이용하 으며, 해 류는 엽 로부터 3번째 잎의 10㎝내외, 해조류는 포자엽의 앙에서 “dark 

leaf clip"을 이용하여 각각 3회씩 측정하 다. 량에 따른 해 류의 최  자수송율(ETR, electron 

transport rate)은 생육수심과 출  종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 다. 조간 에 생육하는 애기거머리

말의 최  자수송율은 수거머리말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포화 은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수심이 얕은 조하 에 생육하는 거머리말은  포화 과 자수송율은 조간 의 애기

거머리말보다 낮고 수심 깊은 수거머리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의  포화 과 자수

송율은 분류군과 측정 부 에 따라 차이를 보 으나, 조간  상부에 생육하는 고리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심 깊은 환경에서 생육하는 해 류와 해조류 개체군의 낮은 량

에서 최  자수송율을 보 으며, 수심 깊은 곳에 생육하는 해 류와 해조류는 제한된 탄소 범  

내에서 합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필요한 탄소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다. 

Diving-PAM을 이용한 상 인 생리학  평가 방법은 제한된 생육환경에 생육하는 해 류와 해

조류의 합성 효율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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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주변의 홍조단괴의 특징

허남국 , 우경식 , 홍완

강원 학교 지질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홍조단괴는 홍조류가 구르면서 성장한 단괴형 탄산염 입자로서 얕은 수심을 가지고 높은 

에 지가 미치는  세계 천해지역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우도의 경우와 같

이 해빈퇴 물의 90% 이상이 홍조단괴로만 이루어져 있는 해빈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거의 없어서 해양지질유산으로서의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

터 보호를 받고 있다. 해빈을 이루고 있는 홍조단괴의 크기는 1-12cm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홍조단괴에 한 성인과 특징을 알아보기 해 2010년 8월 제주도 우도와 성산 사이의 천해환

경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실시하여 재 성장하고 있는 홍조단괴를 채취하 다. 천해환경에서는 

해빈과는 달리 많은 양의 홍조단괴가 재 성장하고 있다. 

박편을 제작하여 홍조단괴가 성장한 조직을 찰하 다. 홍조단괴 내에는 홍조류를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성장한 조직이 찰된다. 홍조단괴는 부분 덮개상 홍조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는 세포(cell)와 콘셉터클(conceptacle)이 찰된다. 그 외에도 태선동물, 웜튜 (worm 

tubes)가 홍조류와 함께 자란 조직이 발견되고, 홍조단괴의  다른 요한 조직  특징은 홍

조단괴 내에 많이 찰되는 연체동물(이매패류)에 의한 보링(boring)구조와 보링 내에 퇴 되

어 있는 내부퇴 물(internal sediments)이다. 홍조단괴는 상 으로 겨울보다 여름에 성장률

이 빠른데 성장이 빠른 기간 동안(여름)에는 세포 하나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덮

개형 홍조류 내에는 생식포자가 치하고 있던 콘셉터클 내에는 천해 교질작용에 의해 형성된 

방해석 교질물이 공극을 충진하고 있다.  

홍조단괴는 매우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한다. 오래 성장한 홍조단괴는 1000년 정도 연

령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홍조단괴의 성장기간을 알아보기 

해 홍조단괴  구형에 가장 가깝고 그 에서도 가장 큰 시료에 한 연 측정(Th/U)을 실시

한 결과 약 500년의 성장기간을 보이고 있다.

 홍조단괴가 성장 하면서 변화하는 성분을 알아보기 하여 성장방향을 따라서 EPMA를 

통하여 원소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원소들(Na, Mg, Ca, Sr, Ba)의 함량은 서로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홍조단괴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성장률이 낮을 때-겨울) 높은 함량을 보이고, 

크기가 작을수록 클수록(성장률이 높을 때-여름) 낮은 함량을 보 다. 이는 홍조단괴에 포함된 

여러 원소들의 정량  분석을 통해서 홍조단괴가 성장한 계 인 패턴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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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남부해역의 식물 랑크톤 군집 분석

 오재 , 신용식

 목포해양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목포 남부해역은 산강, 호, 암방조제가 치한 연안해역으로 인 인 담수방류가 연안 

생태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목포 남부 해역에  식물 랑크톤 군

집구조 변화를 악하기 하여 총 8회의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기간 동안 반 으로 규조류가 높은 분포를 보 으나, 2008년 6월에 와편모조류가 

40.5%로 높은 기여율을 나타냈으며, 우 종은 Prorocentrum micans로 나타났다. 존량은 

2009년 9월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 고, 우 종은 Nitzschia seriata로 나타났다. 한  2008년 

4월에 가장 낮은 존량 분포를 보 으며, Chaetoceros socialis가 우 종으로 동정되었다. 이

는 인근방조제의 수문개폐에 따른 담수 유입의 향으로 단된다. 식물 랑크톤의 생태지수의 

공간  변동을 보면, 내측해역인 5-8 정 에서 풍부도, 균등도, 종다양성 지수는 각 각 평균  

2.05, 0.71, 1.72의 분포를 보 고, 외측해역인 1-4 정 에서 2.78, 0.85, 2.14의 분포를 보이면서 

내측에 비하여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한 우 도 지수는 내측과 외측해역에서 각 각 평균 

0.43, 0.36의 분포를 보 고, 이는 다른 생태지수와 상반된 결과이다. 따라서 목포남부해역의 식

물 랑크톤 군집구조는 내측해역에 비하여 외측해역에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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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동면 넙치의 특이  발  유 자 동정
 

              

강미혜1, 김종욱1, 김완수1, 서혜명2, 이윤호1

1한국해양연구원 생물자원연구부, 2한양 학교 생화학과

  본 연구는 생물의 동면생리 기작을 규명하고자 인공동면이 유도된 넙치(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를 실험모델로 이용하여 동면 후에 발 이 증가되는 유 자를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인공동면 유도에 따라 넙치 뇌조직에서 발 이 변화되는 유 자를 인공동면 유도 

과 후의 EST시 스를 분석하여 비교하 다. EST시 스는 GS-454 FLX sequencing방법으로 분

석하여  ESTs read 439,511개(동면 )와  404,820개(동면 후)를 확보하 다. 동면  조군과 동

면 후 실험군의 ESTs read 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 자 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사인자인 

c-fos와 junB가 각각 1.2배, 2.9배 증가하 고, hypoxia-inducible factor, protein kinase C,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도 발 량이 증가하 다. 포유류의 동면 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elongation factor2는 감소하 다. 동면 후 발 이 증가한 유 자, c-fos와 감소한 유 자인 

elongation factor2를 real-time PCR로 발 량의 변화를 정량 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동면 후 실험군에서 발 이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 자들은 동면 인 포유류나 

양서류에서도 발 이 증가하는 유 자로서, 인공 으로 동면이 유도된 넙치가 동면생물과 생리학

으로 매우 유사한 상태임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넙치가 동면 메커니즘 연구를 한 좋

은 실험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동면 시 넙치에서 발 이 변화되는 유 자는 동면생물

생리학의 주요 연구 상이 될 것이며, 나아가 온생물산업과 의학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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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and molecular study on Amphora marina and Amphora proteus 

Peng-Bin Wang, Soo-Yeon Cho and Myung-Soo Han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Republic of 

Korea

Benthic diatoms are ecologically widespread and have global significance in 

the carbon and silicon cycles, and are the organisms majority of 

microphytobenthos and very important role in the benthic food webs. On genus 

Amphora, even a cosmopolitan benthic species, there have not been extensive 

studies on taxonomical aspects. For the taxonomical study on genus Amphora, 

we carried out samplings on benthic diatoms which isolated from rock, sediments 

and diverse artificial substrates at 17 sites in Korean coastal waters from 

September 2009 to August 2010. We redescribed A. marina and A. proteu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light microscopy, and compared the genetic 

properties and phylogenetic relationship base on small subunit rDNA. According 

to morphological analysis, hyaline bar of A. proteus was an important key to 

distinguish between A. marina and A. proteus. Two species had much difference 

in terms of numbers and positions of areolae. In genetic properties of SSU 

rDNA and secondary structures using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1 rDNA, 

these two spec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t patterns: the similarity score of 

two species based on SSU rDNA was 98.4% and genetic distance (p-distance) 

wa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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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새만금호에 우점하는 Heterocapsa cf. rotundata의 

신종 가능성에 대하여

               

최충현, 김병석, 박종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최근 새만 호 내부에는 신종으로 추정되는 식물 랑크톤이 다수 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겨울철 새만 호에 우 하는 미동정 유각 와편모류 Heterocapsa cf. rotundata의 신종 여

부를 확인하기 해 자 미경 찰과 유 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종의 세부 형태와 분자

생물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2007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27회 시료를 채집하여 H. 

cf. rotundata의 출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9년으로 오면서 출  횟수가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0-50% 내외의 유율을 보 으

며, 특히 2008년 11월에는 체 식물 랑크톤 존량의 54%를 차지하는 최고 우 종이었다. 

학 미경 하에서는 H. rotundata와 유사한 형태 으나, 자 미경 찰에서는 apical, 

postcingular, anterior plate가 각각 4-5, 5-6, 2-3개로 변화하여 H. rotundata와 차이를 보

다. 한 18S rDNA 염기서열도 H. rotundata와 일치하지 않아 신종일 가능성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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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무역항의 선박평형수를 통한 외래 식물 랑크톤 

유입 황

               

김성 , 정진, 박종규

군산 학교 해양학과

선박평형수는 배의 안  운항과 련된 요한 사항이지만,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선박평형수

로 인한 해양생물의 생태교란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내 연안에 유입된 외래 식물 랑크톤의 황을 악하기 한 사 연구로서 2010년 국내 

11개 주요 무역항과 주변 해역의 식물 랑크톤  외래 유입종의 분포 황을 조사한 결과이

다. 체 출 종은 268종으로 돌말류 177종, 와편모류 61종 이었다. 이  조원인종은 54

종으로 돌말류 36종, 와편모류 16종, 녹조류와 규질편모류가 각 1종이었고, 독성종은 돌말류 

Pseudo-nitzschia pungens, P. delicatissima complex 고, 와편모류 Alexandrium spp., 

Dinophysis acuminata, Karenia brevis, K. mikimotoi, Karlodinium veneficum이었다. 외

래종은 돌말류 Cylindrotheca closterium, Odontella sinensis, Pseudo-nitzschia 

delicatissima, Skeletonema spp.와 와편모류 Alexandrium spp., Cochlodinium 

polykrikodes, Heterosigma akashiwo, Phyrosistis lunula, Prorocentrum minimu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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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해역에 출현한 Pseudo-nitzschia cf. 

barasiliana의 신종 가능성

            

김응권, 김병석, 박종규

군산대학교 해양학과

2010년 7월 남해 EEZ 해역에서 3종의 Pseudo-nitzschia (P. multistriata, P. 

pungens, P. cf. brasiliana)가 출현하였다. 그 중 P. cf. brasiliana는 당시 최고 우점종이었

다. 전통적으로 Pseudo-nitzschia는 세포 폭 4um를 기준으로 seriata group과 

delicatissima group으로 나뉜다. 4um 이하의 delicatissima group 중 전체 세포 형태가 막

대 모양이고 끝이 뭉툭한 americana type은 현재 P. americana, P. brasiliana, P. linea 3종

이 알려져 있다. 조사해역에 출현한 P. cf. brasiliana는 P. brasiliana와 유사하였지만 세부 형

태는 많이 달랐다. 세포의 길이는 51-76um, 세포의 폭은 1.9-2.6um, fibulae는 30-37, 

striae는 31-37, poroids는 10-14개로 기존에 알려진 americana type과 많은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ameicana type에 속하는 새로운 종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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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생물 은편모조류 Teleaulax sp. 농도와 수온에 따른 기수산 윤충류 

Brachionus plicatilis의 성장

박희원
1
, 안예지

1
, 김형섭

2
, 윤상선

1
, 조수근

1

1
군산대학교, 

2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본 연구는 기수산 윤충류인 Brachionus plicatilis를 대상으로 Teleaulax 속 은편

모조류(KNU CR-MAL 01)를 먹이로 사용하여 다양한 먹이 농도와 수온에 따른 성

장을 조사하였다. 먹이 농도별 실험조건은 개체 당 20,000, 50,000, 80,000, 

100,000, 200,000 세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접종밀도는 500 ㎖ 비커(배양수 

300 ㎖)에 0.17 개체/㎖로 하였다. 수온과 염분은 각각 25℃와 15psu를 설정하였

으며 광주기는 24시간 연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환수는 매일 하루에 한번 전량 환수

시켰다. 수온별 실험조건은 15, 20, 25, 30, 35℃의 5개 온도구간을 설정하여 100 

㎖ 용량의 삼각플라스크에 50 ㎖의 배양수를 넣고 윤충류를 10 개체/㎖가 되도록 

수용하였다. 염분은 15psu를 설정하고, 광주기는 24시간 연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때 먹이는 은편모조류(KNU CR-MAL 01)를 4.0×
 cells/㎖가 되게 공급하였

다. 모든 실험은 7일간 이루어졌으며 3회 반복하였다. 먹이 농도에 따른 실험에서

는 윤충류 개체당 200,000 세포로 공급한 실험구가 4.68 개체/㎖로 다른 실험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수온에 따른 B. plicatilis의 최고밀도는 

20℃에서 실험 7일째에 31 개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추후 연구에서는 클로렐라와 같은 윤충류의 기존 먹이생물과 먹이 효과를 비교하

여 은편모조류의 먹이 가치를 평가하고, 은편모조류의 종주별 실험을 통해서 최적

의 먹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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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물질의 생태독성평가를 한 

Flow-through system의 도입에 한 연구

              

윤성진1, 박경수1, 윤석민2, 박 석2, 문정기2

1안양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2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린환경연구본부

해양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물질에 한 해성은 기존의 화학  분석에 의한 농도 

분석과 더불어 해양생태독성평가기법을 도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해양생태독성평가

는 화학  분석에 의한 평가는 생물에 미치는 향을 직․간 으로 평가하여, 화

학 분석자료에서 간과될 수 있는 미지의 물질이나 유해물질이 공존할 때 발생하는 

독성 상승 는 길항효과에 해 유해성을 통합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평가 

방법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양생태독성평가를 한 

공정시험방법은 해양생태계의 분해자, 기 생산자  소비자를 표하는 6개의 생

물군을 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생태독성 시험 시 각 양 단계별로 최소 1종을 

포함하는 총 3종의 “battery test"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수 으로 다양한 성상의 물질에 한 해성 여부는 환경부의 경우 1종, 국토

해양부에서는 2종의 생물을 상으로 성독성평가방법을 용하고 있으며, 연속

인 독성평가기술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한 화학  분석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환경부에서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의 독성을 리하기 

하여 생물의 행동  사량의 차이를 연속 으로 측정하여 독성여부를 단할 

수 있는 “생물경보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측정소에서는 이를 시범운

행 이다. 이와 반면 해양환경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물질에 한 해성 정은 

일부 화학  성분에 해 연속 인 측정기법을 용하고 있을 뿐 생물에 한 연속

흐름 상의 모니터링 기법의 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기존의 해양생태독성평가 방법과 연속 인 모니터링 기법을 비교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유해물질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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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구 담수역과 기수역에서의 동물 랑크톤 군집특성

곽상미, 김원록, 신윤근, 김 길*

상지 학교 환경공학과, (주)그린환경연구소*

강 하구 담수역과 기수역에서의 동물 랑크톤 군집특성을 악하기 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 별로 총 4회 실시하 다. 조사기간  강 하구 담수역에서 출 한 동물 랑크

톤은 지각류 9종, 요각류 5종, 윤충류 22종 등 36종과 요각류의 코페포다이트(Copepodite) 유생 

 요각류 노 리우스 유생 등이 출 하 다. 조사지 에서의 동물 랑크톤 분류군에 있어서의 

계  변화를 보면 최  9종 (12월)에서 최고 29종(10월)으로 조사 시기에 따라 출 종에 있어

서 비교  큰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윤충류의 출 종수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다. 춘계인 4월

부터 추계인 10월까지 출 종의 지속 인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동계인 12월에 9종으로 격한 

출 종수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강 하구 기수역에서 출 한 동물 랑크톤 분류군은 원생동물

(Protozoa), 자포동물(Cnidaria), 윤형동물(Rotifera), 환형동물(Annelidae), 지동물

(Arthropoda), 모악동물(Chaetognatha), 극피동물(Echinodermata), 척색동물(Chordata)로 구성

되었다. 조사 기간 에 출 한 종은 총 43종으로 지동물 요각류(copepoda)에 속하는 종이 

21종으로 가장 다양한 종조성을 보 다. 조사기간  출 한 동물 랑크톤의 종수는 하계인 7

월에 27종으로 가장 많았고, 동계인 12월에 16종으로 가장 은 종이 출 하 다.

강 하구 담수역에서 출 한 종들은 호소에서 출 하는 지각류, 요각류, 윤충류 종들이었으

나 강 하구 기수역에서 출 한 종들은 부분 해양종이나 일부 기수종인 요각류와 담수종인 

윤충류와 지각류 등이 출 하고 있어 강 하구 담수역과는 뚜렷하게 다른 동물 랑크톤 출

종의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하구 담수역에서의 계 별 동물 랑크톤의 존량은 윤충

류 종들과 요각류 유생의 존량에 의하여 계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강 하구 기

수역에서는 야 충과 요각류 종들의 존량 변화에 따라 계 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하구 담수역에서의 우 종들은 Bosmina longirostris, Asplanchna sp., Brachionus 

calyciflorus, Brachionus rubens, Polyarthra sp. 등 담수종인 지각류와 윤충류 등인 반면에 

강 하구 기수역에서는 야 충, 요각류의 Acartia hongi, Oithona sp. 등 해양종들이 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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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사주의 사질퇴 물 이동경향분석(GSTA)

               

장태수, 이승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표층퇴 물의 입도조직변수로부터 얻는 퇴 물이동경향분석(GSTA, Grain-Size Trend Analysis)

은 매우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입도분석법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향

분석법의 장단 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되어왔다. 비록 최종결과물인 이동경향벡터가 

간 인 추정에 근거할지라도, 넓은 지역에 걸쳐 손쉽게 퇴 물 이동경향을 악할 수 있는  

때문에 재에도 해양지질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꾸 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경향

분석은 뚜렷한 표층퇴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 그 이동방향의 검토가 쉽지 않은 해빈 혹은 조간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교  퇴 구조가 잘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산만 앙천퇴 조석사주에서 획득한 130 의 표층퇴 물로부터 퇴 물 이동경로를 유추하 으며 

이 결과는 층면퇴 구조와 비교하 다. 퇴 물 이동경향분석은 Gao and Collins (1992)와 Le Roux 

(1994)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를 한 비교분석하 다.

앙천퇴 조석사주는 특징 으로 횡단면상 비 칭을 보인다. 사주 능선을 기 으로 북동측면은 

경사를, 반면에 남서측면은 비교  완만한 지형경사를 보인다. 조석사주는 반 으로 매우 길죽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조류방향과는 10° 이내로 약간 경사지게 놓여있다. 퇴 구조의 비 칭으

로부터 획득한 퇴 물 순이동방향은 사주능선을 기 으로 서로 각선 방향으로 경사진 퇴 면을 

거슬러 역방향으로 이동(up-current)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창조류 우세로 알려진 조석

측결과와는 달리 퇴 구조 비 칭분석은 낙조류 우세를 나타내었다. 퇴 물 이동경향분석은 Le 

Roux의 TRANSVEC 결과와 체 으로 일치하 으며, Gao and Collins의 경향분석법은 시료간의 

거리에 따라 이동경로벡터가 다르게 생성되어 그 사용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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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곰소만 조간  지형의 계  변화 특성 연구

홍창민, 오청록, 윤희수, 정재훈, 정혜란, 최경식

남 학교 해양학과

한국 서해 곰소만 조간 는 형 인 조차 환경으로 입구가 개방되어 있어 랑과 

조석의 향을 강하게 받을 뿐 아니라 주진천의 유입으로 하천의 향도 받는 역동 인 퇴

환경이다. 곰소만 조간 는 완만한 경사와 로 볼록한 지형  특성을 보이며 크고 작은 조수

로가 발달하고 있다. 최근 4년간의 지형측량  과거 40년간의 항공사진 분석결과 주진천과 지

류들은 한 지형변화를 겪는 것으로 밝 졌다. 특히 기 으로부터 1.5km와 1km 지 에 

치하는 조수로의 경우 겨울보다 여름에 하게 사행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수로의 유기와 

우각사주의 단 상이 발생한다. 여름철 집 호우시 사행천 형태의 격한 변화가 찰되는

데, 이는 증가된 유량이 썰물의 세기를 강화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조수로에서 찰되는 각력

질의 퇴 물, 황갈색의 토층, 여름철 우기동안에 찰되는 격한 수로지형 변화는 곰소만 

수로제방조간 가 평상시에는 조석의 향이 우세한 퇴 환경이나, 계 으로는 하천의 향

을 강하게 받는 퇴 환경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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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이 가져온 굴 포 해빈의 퇴 역학  변이 

              

이 홍1), 박한산2), 이희 2), 남수용3), 강태순3)

1)인하 학교 해양학과
2)한국해양연구원

3)지오시스템리서치

본 문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굴 포에 래기법으로 고기를 잡는 독살이 설치되었다. 독살은 남쪽

에서 북쪽으로 향하다 북북서로 휘어지는 약 450 m 비의 굴 포 해빈의 남단 끝과 사구에

서 각각 150 m 떨어진 곳에 폭 80 m와 길이 100 m로 이루어져 있고 돌로 구성되어 있는 

담의 높이는 약 1 m 내외이다. 굴 포 해빈의 조간 는 주로 모래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독

살이 존재하는 곳은 실트와 토의 함량이 많아 상 으로 입경이 세립하다. 이러한 퇴 환

경의 차이를 퇴 역학 으로 규명하기 하여 2011년 1월 9-25일에 걸쳐 독살 내외 지역에 

인하 학교 조간  H-Frame을 설치하고 해 경계층 층별 난류  유속, 랑, 그리고 부유

퇴 물 농도를 측하 다. 한, 두 지역에서 RSS(Rotating-side Scan Sonar)를 이용하여 

연흔과 같은 해 면 미세지형을 동시에 측하 으며, 바닥으로부터 25 cm와 50 cm 높이에 

부유퇴 물 채집기를 설치하여 하루에 한번씩 퇴 물 시료를 획득하 다. 독살의 존재로 인

하여 독살 내부는 외측 지역에 비하여 물이 차고(빠지는) 시간이 약 30-60분 정도 늦고(빠르

며), 두 지역의 장비가 모두 물에 잠기면 두 지역의 고와 주기는 같게 나타났다. 해 면에

서 측된 미세지형 (연흔)도 두 지역에서 비슷한 장을 갖음으로서 두 지역에서 랑이 미

치는 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살의 존재로 인하여 조류가 독살 안에서 격하

게 감소함으로서 current에 의한 응력이 격히 감소한다. 이러한 current-induced shear의 

감소는 부유퇴 물 농도와 부유하는 입경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립 퇴 물이 독살에 

집 하게 한다. 이러한 조간  지역의 독살의 존재가 가져오는 해빈의 퇴 역학  변이는 경

기만 등 우리나라 서해안의 해빈과 갯벌 지역의 퇴 학  분포를 결정짓는 퇴 역학  차이

에 한 해석에 도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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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라이다를 이용한 충남 몽산리 해안의 미지형 변화 분석

박한산
1
, 전청균

2
, 이관홍

3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2
(주)환경과학기술, 

3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해안지형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주요 인자는 파랑, 조류, 바람 등이 있으며, 사질 해안의 경

우 이러한 인자들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해안지형의 변화량은 수m 이상 나

타날 수 있으나, 서해안에서의 1일 변화량은 수 cm에서 수십 cm 이내로 변화량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미지형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형 조사가 전제

되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캐너인 지상라이다(terrestrail LIDAR)를 이용하였다.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위치한 연구지역은 소규모 포켓비치이며, 해안의 남측에 소규

모 돌담으로 만들어진 독살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살이 파랑과 조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형변화도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 8일부터 24일까지 

10회에 걸쳐 지상라이다를 이용하여 미지형을 측량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위, 파랑 등을 함께 

관측하여, 파랑과 조류에 따른 미지형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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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지형 모니터링 장비특성  조사방법 비교

정의 1, 박 용1, 이정민1, 최태진1, 최진용2

1한국해양연구원, 2군산 학교 해양학과

연안지형변동 모니터링에 있어서 요한 것은 지속 으로 변화하는 해빈지형에 한 정확한 

측정과 효율 인 측이다. 해빈지형 모니터링을 하기 한 최 의 조사방법을 도출하고자 최

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와 RTK-GPS를 서해 해빈에 용하여 정확도와 효율성 비교를 

시도하 다. 정확도 비교를 하여 지형  특징이 다른 3개의 측선을 설정하고 기 측 측

량, RTK-GPS 측 측량, RKT-GPS 연속측량을 반복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한, 

효율성을 악하고자 다양한 지형  특징을 가지는 조사지역에서 각 조사방법을 동시에 수행

하여 측정자료와 소요시간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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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Quaternary inner shelf sequence in a 

river-dominated environmental setting: an example 

from Nakdong inner shelf
 

유동근1, 김성필1, 권이균1, 장태수1, 박수철2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2충남 학교, 해양학과
   Sequence analysis of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and sediment data reveals that 

the inner shelf deposits off the Nakdong River form a high-frequency sequence 

consisting of a set of transgressive and highstand systems tracts that exhibits 

transition from retrogradation to progradation in response to combination both of 

Holocene sea-level rise and sediment supply. Four main depositional systems, each 

with different sediment and seismic facies, constitute the systems tracts: (1) 

incised-channel fill (SU1), (2) estuary (SU2), (3) shoreface sand veneer (SU3), and (4) 

subaqueous prodelta (SU4). Th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including three 

depositional systems,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groups (paralic and marine 

components) separated by a ravinement surface. The lower two depositional systems 

(SU1 and SU2) between the sequence boundary and ravinement surface represent a 

paralic unit that consists of the sediment preserved from shoreface erosion mainly 

developed between 13 and 8 kyr. The upper middle depositional system (SU3) above 

the ravinement surface corresponds to a marine unit that consists of the sediment 

produced through shoreface erosion during the Holocene transgression (8 – 6 kyr).

   The highstand systems tract is composed of the Nakdong subaqueous prodelta 

(SU4) including proximal and distal systems developed after the highstand sea level 

about 6 kyr. The stacking pattern of the subaqueous prodelta, which was completely 

deposited within the innermost shelf around the river mouth, was characterized by 

aggradational and seaward progradational clinoform. The lateral transition from 

proximal to distal suggests a prograding delta system of the Nakdong River. Such 

stratigraphic architecture forming four different depositional systems is largely 

controlled by a function of lateral changes in the balance among rates of the relative 

sea-level rise, sediment supply, and regional circulation pattern at any give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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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ow seismic stratigraphy and geotechnical properties of the eastern 

boundary of the Korea Strait shelf mud off southeast Korea 

 

G. Turkdemir a, Dae Choul Kima, Seong-Pil Kimb, Gwang Soo Leea, Sung Ho Baea 

aPukyong National University, b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and piston core samples have been achiev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ismic stratigraphic units and geotechnical properties of surface sediments at the 

eastern boundary of the Korea Strait Shelf Mud (KSSM). The sediments supplied from the 

Nakdong River are transported by the northern branch of the Tsushima Current and deposited 

along the coast line. Total of 400 line-km chirp data have been obtained in the study area.  

Additionally, 24 piston core samples were collected at selected location along the track lines.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show that KSSM is underlain by sandy acoustic basement and 

divided into two seismic units. Lower unit A1 consists of mud that is characterized by laterally 

extensive and acoustically transparent seismic facies with moderately developed subbottom 

reflectors. Unit A2 lies on top of the unit A1 and comprises recent mud unit which is 

characterized by laterally extensive and acoustically transparent seismic facies. Sandy acoustic 

basement is characterized by sharp and continuous indistinct seismic facies without well-defined 

internal reflectors. Twenty four piston core samples were analyzed for physical (porosity, water 

content, bulk density, grain density and shear strength), acoustical (compressional wave velocity 

and attenuation), and sediment texture. The KSSM is mostly composed of bioturbated mud or 

homogeneous mud.  The sandy sediments are dominant at out of KSSM. The compressional 

wave velocity in KSSM increases seaward from 1,500 m/s to 1,650 m/s. Mean grain size also 

increases seaward from 8Φ to 1Φ, whereas porosity and water content decrease from 70% - 50% 

to 50% - 30%. Consequently, unit A1 is characterized by higher amount of silt and sand 

sediments than unit A2. This difference of sediment texture between two units causes the 

moderately developed reflectors on the unit A1. Corresponding author: gturkde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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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eismic interpretation of seismic chimney structure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강년건
1
, 유동근

1
, 이보연

1,2
, 류병재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실

2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3D seismic data were collected by a research vessel, Tamhae II in the deep-water 

basin, as part of the Korean National Gas Hydrate Program in 2008. Analysis of the 

seismic data shows that there are a number of seismic chimney structures in the 

Ulleung Basin. On the seismic reflection data, vertical migration of gas can be 

recognized as sub-vertical to vertical distorted zones with low reflectivity and 

distortion of reflectors, seismic chimney. Using 3D seismic similarity cube and 

amplitude cube, we identified 98 seismic chimneys in the study area. Based on 

distribution pattern of fault, we divided study area into two area, zone A and B. 

Zone A is characterized by a number of small scale faults developed within strata. 

Zone B is characterized by anomalous low similarity swamp and a few of major 

faults. To identify the geometry of seismic chimney, we measured long axis, short 

axis and height. The measurement shows that seismic chimney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is sub-circular shape on plane view and most of them extended to 

near surface. But Group 2 is elliptical shape on plane view and terminated within 

sub-surface. Timeslice of similarity cube at 80 ms in two way travel time (TWT) 

below the seafloor reveals that group 1 mainly concentrated in the zone B, whereas 

group 2 dominantly distributes in the zone A. In the zone A, orientation of group 2 

is similar as strike direction of small faults. The anomalous low similarity and 

seismic faices in the zone B reveals that zone B is regional high flux area. The 

distribution pattern of group 1 shows that they occur along the major fault and/or 

zone B. Thus we suggest that group 1 is formed by regional high gas flux and major 

fault reaching near surface, where as group 2 is formed by low gas flux migrated 

through small scale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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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 source wavelet extraction method to 

seismic inversion

이보연
12

, 강년건
2

, 유동근
2

, 류병재
2

,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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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The source wavelet of seismic data is important information for deconvolution, well tie, 

seismic modeling, and seismic inversion. We extracted source wavelet with three different 

methods for model-based seismic inversion: (1) wavelet extraction using a log for constant 

phase, (2) wavelet extraction using the stochastic inversion, (3) wavelet extraction using an 

averaged wavelet from seafloor wavelet shape of stacked seismic data. The comparison 

shows that all the inversion results reveal acoustic property comparable to coring results. 

The inversion result of first wavelet reveals more detailed acoustic impedance contrast. 

However the first wavelet depends critically on a good tie between the log and the seismic 

and it needs relatively complicated procedure. The inversion result of second wavelet 

reveals poor acoustic impedance contrast, whereas that of third wavelet reveals nominal 

acoustic impedance contrast. The second and third wavelets can be simply extracted rather 

than first wavelet, although these procedures tend to have difficult to determine the phase 

spectrum reliably. Therefore, the wavelet extraction method using an averaged wavelet 

from seafloor wavelet shape could be an effective for seismic inversion.

Keywords : source wavelet, deconvolution, seismic inversion, acoustic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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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태평양 수온약층 융기대에서 강한 엘니뇨 현상에 따른 

침강입자 물질플럭스의 변동

 

김형직
1
, 형기성

1
, 유찬민

1
, 지상범

1
, 김동선

2
, 김부근

3

1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2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3
부산대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북동태평양 수온약층 융기대해역 내에 위치한 KOMO(KOrea deep-sea environmental study 

long-term MOnitoring station: 10.5°N, 131.3´W) 정점에서 1997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와 2003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동안에 시계열 퇴적물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침강입자 물질플

럭스를 측정하였다. 미국 해양대기국에서 제공하는 Ocean Nino Index에 근거, 관측기간 중 1997

년 7월~1998년 5월과 2009년 6월~2010년 4월 사이에 두 번의 강한 엘니뇨가 관측되었다. 연구

기간 동안 침강입자의 총질량 플럭스는 3.48~129.9 mg m
-2

 day
-1

의 범위에서 변화하며, 평균 

27.1 mg m
-2

 day
-1

(n=88)로 나타난다. 엘니뇨/라니냐 기간을 제외한 평상시기 총질량 플럭스의 

평균값은 24.7 mg m
-2

 day
-1

(n=45)이다. 1997/98년 강한 엘니뇨 기간 동안 총질량 물질플럭스

는 최대 72.2 mg m
-2

 day
-1

로 평상시기 평균 총질량 물질플럭스에 비해 약 3배 높은 값을 보이

며, 2009/10년 강한 엘니뇨 기간 동안의 총질량 물질플럭스 또한 최대 66.1 mg m
-2

 day
-1

로 

1997/98년 강한 엘니뇨 시기의 최대값과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 관측결과는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강한 엘니뇨 기간 동안 해양 생산성과 침강입자 물질 플럭스 양이 감소한다는 이전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며, 1997/98과 2009/10 엘니뇨 기간 동안 총질량 물질플럭스 증가 요인으로는 북적도 반류

의 강화에 따른 지역적 용승 효과와 상대적으로 영양염이 풍부한 적도 표층 해류와 아열대표층 해류

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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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해 열수 상 탐사규칙의 법  해석과 

우리나라의 구 확보 략

양희철, 박세헌, 박성욱, 이문숙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러시아에 의해 1998년 처음 제기되었던 심해  열수 상 탐사규칙이 2010년 제16

차 회기에서 통과되면서, 구 등록 지역 선정과 등록 방법을 둘러싼 각국의 노력

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그동안 ISA에서는 해 열수 상 신청 구의 크기와 

구 설정방법, 신청비, 탐사지역 신청의 복문제, 독  지 련 조항을 두고 첨

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이  구크기는 10km×10km(100㎢)를 하나의 블록으로 

100㎢를 넘지 않도록 결정되었고, 30만㎢의 직사각형 구역 내, 그리고 한변의 최장

거리가 1000km를 넘지 않게 설정되도록 하 다. 신청비는 일시불 납부 방식과 일부 

고정비를 납부 한 후 연차 수수료를 납부 하는 방식을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신청 구역 복문제에 하여는 규칙과 별도로 이사회가 결정을 채택, 일정 

기간 동안 복 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구신청 방법은 유보 구 방식과 지분참여 방식 에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자는 경제  가치가 동등한 구 2개를 제출하여 하나의 구를 ISA에 

기부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구 하나를 상으로 심해  기업이 일정 지분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독  지와 련하여 논의 되었던 소  '연계된 신청자

(affiliated applications)'는 사실상의 동일 소유 혹은 주체에 의해 구가 독 되는 

상을 방지하고자 추진 되었다. 그러나 사 기업이 발달한 서구와 달리 국 기업

이 발달한 국측이 체제  특징을 이유로 지속  반  입장을 고수, 최종 으로 

이사회 기 인 법률기술 원회가 단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을 채택하 다. 

  해 열수 상 탐사규칙이 통과된 이후, 국(2010.5.25)과 러시아(2011.1.10)가 국

제해 기국에 탐사규칙 신청서를 제출하 다. 국은 Southwest Indian Ocean 

Ridge를 상으로 신청하 고, 러시아는 Mid-Atlantic Ridge를 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 는데, 양국 모두 심해 기구와의 공동개발에 따른 지분참여 방식을 채택하

고, 러시아는 일시불 신청비 납부 방식, 국은 고정비와 연차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최근 희토류와 략 물 확보 문제가 국가의 안정  자원 수  문제와 연계되면

서, 국제  심이 제고되고 있다는 에서 심해  구 등록은 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될 만 하다. 더구나 심해  열수 상에 한 연구가 미약한 우리나라로서는 

재까지의 연구성과, 개발 가능시기 등을 고려하여 구 신청 후보지역, 구 설정과 

신청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에서 시 한 정책 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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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열수 상 공해지역 구등록 략

박세헌, 양희철, 이문숙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국제해 기구(ISA)는 2001년부터 논의된 공해지역 해 열수 상 탐사규칙에 하여 구면

, 신청비, 구신청지역의 복 시 해결방안 등의 주요 쟁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2010년 5

월 업규칙(Mining Code)을 제정하 다. 국은 발빠르게 업규칙(Mining Code)이 제정됨과 

동시에 지난해 5월 7일자로 국제해 기구(ISA)에 구등록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국제 인 

구등록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도 구등록 핵심사항인 최  등록 상해역 설정(태평양, 서양, 인도양), 신청시

기, 구신청방식(유보 구 or 공동개발참여에 의한 지분참여), 구설정방식(직사각형 or 정사

각형의 30만㎢이내), 등록주체(국가 혹은 기타 기 ), 구등록 제출자료(열수황화물의 채취  

처리기술 방안, 지구물리 지질특성 도면, 체 수평  규모 자료, 시추 코어, 평균 매장량, 속 

품   등  자료 등), 구등록 비용(일  고정비 or 연간 납부료) 등에 하여 아국의 이익

을 극 화할 수 있는 국가 략  측면의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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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KNRV5000 Building Program

              

Bong Chool SUK, Dong-Won Park, Hae-Seok Kang and 
*
Ki-Ho Eum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bstract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has been commissioned to 

manage the future research vessel project that will deliver the new state-of-the-art vessel. 

The process will take four years,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due by the end of 2012 and 

the vessel's completion expected by the mid of 2014. The new research vessel will be 

designed as about 5,400 G/T, 95m long and with 55 days endurance.    

Major function of the new research vessel plays a multi-purpose research work on the 

role, and also operates on ROV and AUV in deep water. In addition, she will be installed 

on the giant piston corer up to 40m long and on many of sampling devices as well as 

highly performed geophysical and acoustical instruments.   

This program gives new opportunities for science to contribute to global ocean 

environmental research responding to the rapid climate chang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eep sea mineral and bio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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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 of Surface Sediments in the Dongho 

Beach, Gochang-gun, Korea

Woo-Hun Ryang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Gochang-gun Dongho macro-tide pocket-type beach,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is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seasonal variations of surface sediment and 

sedimentary environment. Surface sediments of 45 sites in four seasons (May 2006 - 

February 2007) are sampled across three survey lines (15 sites in each survey line). The 

surface sediments of the Dongho Beach are mainly composed of fine to coarse sands, and 

the ratio of fine sand is the largest. The average of grain size is the coarsest in the 

summ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sediments shows a coast-parallel band of fine 

and medium sands during three seasons of spring, fall, and winter, whereas medium sands 

dominat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tudy area during the summ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tide is more effective than a wave in the surface sediments of the Dongho Beach 

during the summer.

  Keywords: Dongho Beach, seasonal variation, surface sediment, macro-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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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acoustic Characteristics of P-Wave Velocity in 

Donghae City–Ulleung Island Line, East Sea

Woo-Hun Ryang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nghae City–Ulleung Island Line (DC-UI Line) is a representative line for 

underwater and geoacoustic modeling in the middle western East Sea. In this line, an 

integrated model of P-wave velocity is proposed for a low-frequency range target 

(<200 Hz), based on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2–7 kHz sonar and air-gun), 

shallow and deep cores (grab, piston, and Portable Remote Operated Drilling), and 

outcrop geology (Tertiary rocks and the basement on land). The basement comprises 3 

geoacoustic layers of P-wave velocity ranging from 3750 to 5550 m/s. The overlying 

sediments consist of 7 layers of P-wave velocities ranging from 1500 to 1900 m/s. 

The bottom model shows that the structure is very irregular and the velocity is also 

variable with both vertical and lateral extension. In this area, seabed and underwater 

acousticians should consider that low-frequency acoustic modeling is very 

range-dependent and a detailed geoacoustic model is necessary for better modeling of 

acoustic propagation such as long-range surveillance of submarines and monitoring of 

currents.

 

  Keywords: Geoacoustics, P-wave velocity, Bottom model, East Sea, South Korea Plat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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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Holocene inner shelf mud deposit the South Sea of Korea 

Sung Ho Bae
1
, Dae Choul Kim

1
, Gwang Soo Lee

1
, Gil Young Kim

2
, Young Kyo Seo

3
, Günay Çifci

4
 

1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2Petroleum & Marine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3Gematek corporation, Busan, Korea 

4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and Technology, Dokuz Eylül University, İzmir, Turkey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and core sediment sampling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ies of shelf mud deposit in the southern continental shelf of 

Korea. The major sediment source is the Seomjin River. The sediments are transported through the Yeosu 

Sound. Approximately 1000 line-km data of Chirp subbottom profiling and sparker were used. Along 

with seismic profiling, 40 piston core samples were collected.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show the 

Holocene mud deposits dominated in the study area, ranging from 10 to 40 m in thickness, and gas-

related acoustic anomalies were also recorded in the Yeosu Sound and the south of Oenaro Island. The 

late Quaternary deposits on the study a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sequences (UnitⅠ, UnitⅡ, UnitⅢ). 

The seismic units Ⅱ and Ⅲ are interpreted as the inner-shelf transgressive sand sheet and the deltaic-

estuarine complex, respectively. The highstand systems tract (unit Ⅰ) overlying the maximum flooding 

surface is recent mud deposits formed during recent highstand of sea level. Some acoustic turbid layers 

also found at Unit Ⅰ indicating the occurrence of shallow gas.  

 Core samples were analyzed for sediment texture (grain size, sand, silt and clay contents), physical 

properties (porosity, water content, bulk density, grain density and shear strength), and acoustic properties 

(compressional wave velocity and attenuation). Thirty-nine piston core samples were employed for the 

measurement. The mud sediments in the study area is vertically homogenous in texture. The mean grain 

size decreases generally from the mouth of Yeosu Sound to seaward. The sound velocity decreases from 

1505 to 1485 m/s then increases to 1520 m/s southeastward due to Pleistocene sand ridges. Kim et al. 

(1992) suggested the grading effect of the Seomjin River discharge transported through the Yeosu 

Peninsula and Namhae Island results in the physical and acoust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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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만 표층퇴 물의 조직특성

               

김석윤, 정우성

부경 학교 해양학과

  수 만 연안의 계 별 표층 퇴 물 분포와 특성을 악하기 해 2009년 8월, 11월, 2010년 

2월, 5월 총 4차례에 걸쳐 표층 퇴 물의 조직변화를 측하 다. 한 퇴 물 내 유기물의 함

량과 해수내 포함된 부유입자물질 농도를 함께 측정하 다.

 계 별 표층퇴 물의 평균입도분포는 수 강 하구 정 들에서 2009년 8월과 2010년 5월에 

Coarse silt(4∼5Φ), 2009년 11월과 2010년 2월은 Very fine sand(3∼4Φ)로 나타났다. 만 서측 

안리 면은 2009년 8월에서 2010년 5월까지 동일하게 Very fine sand(3∼4Φ)로 측되었다. 

그리고 만 우측 동백섬 면은 2009년 8월에 Coarse silt(4∼5Φ)로 측되었고 이후 3번의 결

과에서는 Very fine sand(3∼4Φ)로 측되면서 조사지역 체의 평균입도 분포는 3∼5Φ사이의 

값이 측되었다. Gao and Collins(1992) 모델을 이용한 결과, 외해에서 연안 방향의 매우 약한 

퇴 물이동 경향이 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리 해수욕장을 모니터링 하 던 해양수산부

(2006)의 결과와 같이 진  퇴 작용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안정 인 환경으로 유지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퇴 물 내 유기물 함량(강열감량, COD)은 계 인 변화보다 지역  특징이 뚜렷하 다.  

우리나라의 질 COD 기 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본의 수산환경 퇴 물기 치인 20.0 

mg/g과 비교하 을 경우, 총 160개 (40개 정 × 4회) 시료  23개 정 에서 기 치 보다 

과 하 다. 그  10개 정 이 수 강 하구에 치해 있었고 강 하구 바로 아래 2개 정 에서 

4차례 모두 측되었다.

  부유입자물질 농도는 수 강 하구와 만 서쪽 남천 비치타운 면부에서 평균보다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시기별 평균농도 값은 2010년 2월 표층과 층에서 각각 5.8 mg/l, 9.1 mg/l로 가

장 높았으며 09년 11월(5.3 mg/l, 5.9 mg/l), 10년 5월(4.5 mg/l, 3.7 mg/l), 09년 8월(4.0 mg/l, 

3.9 mg/l) 순으로 감소하 다. 

  조사를 실시하 던 2009년 8월∼2010년 5월은 인 인 퇴 환경변화가 없었고 태풍의 향 

한 없었던 기간이었다(기상청, 2010). 표층퇴 물의 입도와 유기물함량은 계 인 변동보다 

수평분포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나는 안정 인 환경을 보 으며 안리 면을 제외한 나머지 

정 에서는 입도와 유기물의 상 계가 양호하게 측되었다.

참고문헌: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0. 2009년 태풍분석 보고서.

 해양수산부. 2006. 연안침식: 모니터링 체계구축(Ⅳ)

 日本水産資源保護協 編, 1980, 新編水質汚濁調査指針 恒星社厚生閣,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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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황  패총에서 발견되는 

백합조개 패각을 이용한 고환경 연구 

김정숙1, 우경식1, 홍 완2

1강원 학교 지질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

경상남도 김해 부근 황  패총에서 발견되는 이매패류의 지화학  성분을 이용하여 패류

가 성장했던 시기의 고해양 환경을 추정하 다. 이를 해 패총에서 채집한 이매패류인 백합

조개(Meretrix lusoria)에 한 고해상도 산소동 원소 성분 분석을 시행하 다. 백합조개는 

조하  환경에서 서식하는 이매패류로서, 이 패류가 성장했던 시기는 방사성 탄소동 원소

(14C)를 이용하여 재 분석 에 있다. 백합조개의 산소동 원소 성분은 -5.4∼-1.2 ‰(PDB)의 범

를 보이며 뚜렷한 계 주기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패각에 기록된 산소동 원소 성분은 패각이 만들

어진 당시의 수온이나 해수의 동 원소 조성에 향을 받는다. 만약 패각의 산소동 원소 조성이 수온의 

향에 의해서만 변했다면, 재 남해 근해의 연 평균 수온 변화가 약 9 °C (13∼22 °C)이므로 패각의 

산소동 원소 성분은 약 2 ‰ 내외로 변해야 한다. 하지만 패각에 기록된 값은 약 4 ‰ 의 변화를 보인

다. 따라서 이는 패각 내에 기록된 산소동 원소 성분이 수온의 계  변화뿐만 아니라 해수의 산소동

원소 성분에 의해서도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해수의 산소동 원소 조성은 주 에 담수 유입이 있을 경우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으로 담

수는 해수보다 더 낮은 산소동 원소 값을 보이므로 담수의 유입이 있는 지역의 해수는 산소동 원소 

성분이 더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연구지역에 한 해수의 산소동 원소 성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구

지역인 패총 부근에 분포하는 해수의 산소동 원소 조성은 겨울에는 약 +0.2 ‰, 여름에는 약 -3.7 ‰를 

보 다. 이는 여름철 동안에 담수의 유입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한반도 지역에 여름 동안

에 집 된 강수의 향으로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의 유입량이 증가하면서 백합조개가 성장하 던 인

근 해역 해수의 산소동 원소 성분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요한 결과는 

김해 황  패총에서 발견되는 백합조개의 패각에 기록된 산소동 원소 성분이 이 조개가 성장했던 해

수의 수온뿐만 아니라 담수의 향에 의해 낮아진 해수의 산소 동 원소 값을 동시에 반 한다는 것이

다. 이는 담수의 향을 받는 환경에서 서식하는 백합조개의 생태  특징과도 잘 부합한다. 한 패각 

끝 부분에 기록된 산소동 원소 성분은 여름에서 겨울 사이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백합조개가 채집된 

시기가 가을철이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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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만 입구에서 부유퇴 물의 이동양상
              

이수환, 이희준, 이상훈, 이정민

한국해양연구원

 충청남도 태안반도에 치한 근소만은 북동-남서 방향의 약 2km의 좁은 입구를 통해 외해와 

연결된 반폐쇄형 만으로 간조시 약 80%가 기에 노출됨에 따라 넓은 조간 가 발달해 있다. 

육지에서 만내부로 유입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퇴 물의 부분은 외해로부터 공 이 이루

어 진다. 따라서 만 내부로 유입되는 부유퇴 물의 정량 인 연구는 근소만 내의 퇴 환경을 

이해하고 측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

 근소만 입구에서 부유퇴 물의 이동을 알아보기 해 2009년 9월과 2010년 8월 두 차례에 걸

쳐 총 4개의 측선에서 한 조석주기 동안 해류와 부유퇴 물의 측을 실시한 결과, 외해역에서 

여름철에 공 되는 부유퇴 물  상당 부분은 만과 가의도 사이의 수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내부로 유입되는 부유퇴 물은 북동-남서 방향의 수로를 따라 상

으로 수심이 깊은 만 입구 앙을 통해 조간 로 이동되지만 반면 남동쪽 해안 부 에서

는 상 으로 은 양이지만 부유물질이 외해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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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결 퇴 물의 온도에 따른 속도 보정

김소희, 이 수, 김 철

부경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해양퇴 물에서 온도에 따른 속도 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알아보기 해서 실험

실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 값을 측정하 다. 측정방법은 동해 남부해역에서 채취한 코어시

료를 교란되지 않게 냉장 (최  약 5℃) 보 시킨 후 자동음 달속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5℃에서부터 30℃까지 온도를 진 으로 상승시키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속도 값의 변화를 

측정하 다. 온도 변화에 따른 속도 값의 변화는 상했던 데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규칙성

을 보이면서 진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변화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료에 한 평균값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속도 값이 증가하 다. 이 

값은 Del Grosso (1952)가 제안한 해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변화율인 2.97 m/s/℃ 와 비슷

하나  값에서 차이를 보인다. 속도의 변화율이 해수와 유사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

료가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해양퇴 물로 퇴 물 내에 포함된 공극수의 water compressibility

가 주로 속도 값에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이며  값의 차이는 해수와 퇴 물의 도차

이가 원인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해양퇴 물의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율은 해수에서의 변화

율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양퇴 물의 경우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는 공극수의 음향특

성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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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면경계층에서 PC-ADCP의 Echo amplitude를 

이용한 부유물질농도 추정

이정민
*

, 이희 , 이상훈, 이수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지질․지구물리연구실

E-mail : ljm3126@kordi.re.kr

   서해 근소만에서 2010년 8월(5일간)에 획득한 PC-ADCP의 Echo amplitude값

(Count)은 OBS의 부유물질농도와 상 계를 보 다. 기록된 Count 값들에 해 

수심변화에 따른 amplitude값의 약화(attenuation) 등의 보정을 실시하고, 해 면으

로부터 0.3 m 높이에서 측된 OBS의 부유물질농도 값을 이용하여 이 높이에 해

당되는 PC-ADCP의 셀의 Echo amplitude를 실제 값으로 환하 다. 여기서 얻은 

보정식(regression line; r2 = 0.60)을 모든 셀 값에 용하여 해 면경계층에서의 시

계열 부유물질농도 분포도를 완성하 다.

   이와 같이 얻어진 부유물질농도 분포도는 TISDOS의 다른 측센서로부터 얻어

진 유속과 고의 변화에 비례하는 경향과 잘 일치하 다. 이러한 해 면경계층에

서의 부유물질 농도분포도를 통해 해 퇴 물의 임계 단력과 수층으로의 확산계수 

등을 실제값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퇴 물이동량 계산의 신뢰도를 획기 으로 향상

시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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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근소만 입구에서 획득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해 면 경계층에서의 퇴 물이동 연구

이정민*, 이희 , 이상훈, 이수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지질․지구물리연구실

E-mail : ljm3126@kordi.re.kr

   서해 근소만은 남서방향으로 좁은 입구가 열린형태의 반폐쇄형 만으로 하천을 통한 퇴 물

의 유입이 으며, 만내에 넓고 완만한 조간 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만 입구의 해

면경계층을 통해 유출입되는 부유퇴 물의 이동경향을 확인하기 해 TISDOS(퇴 물이동 

자동 측 시스템)를 2010년 8월 24일부터 약 7일간 계류하여 수리역학  시계열자료를 획득하

다.

   본 정 은 약 6.5m의 조차를 가지는 조차 환경으로 조류가 우세하고, 최고 1.05m의 유의 

고를 보 다. 창낙조류가 강할 때와 랑이 발달할 때 부유퇴 물의 농도가 증가되었으며, 

이 두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Li&Amos(2001)의 퇴 물이동모델을 실행한 결과 짐이동(Qb)보

다 뜬짐이동(Qs)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결과 으로 계류기간동안 남남서 방향으로 퇴 물이 

이동하 다. 한 임계 단속도(u*)는 0.008 m/s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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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폐쇄성 가막만의 생퇴 층 발달 특성

Development of The Recent Sediments in Semi-Closed 

Gamak Bay, South Sea of Korea

김소라1,2, 이태희1, 김 철2, 최동림1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2부경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연구지역인 가막만은 한반도 남해안 앙부에 치하며 여수반도와 돌산도에 둘러싸여 있는 

반 폐쇄성 내만으로, 외양과의 연결성이 매우 제한된 고립지역이다. 주변해수와의 연결은 북동

측 여수반도와 돌산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여수해만과 연결되고, 남쪽의 입구에는 섬들 사이의 

수로에 의해 남해와 순천만의 연결된다. 해 지형은 앙부에서는 수심이 부분 6～7 m 내

외이며, 북쪽의 내만역은 9～11 m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 만 앙부로부터 남쪽

으로 갈수록 깊어져 남쪽 만 입구에서는 수심이 40 m까지 이른다. 본 연구의 목 은 반 폐쇄 

지형 특성을 가진 가막만의 생퇴 층 발달 특성  퇴 과정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해 고

해상도 탄성  자료와 퇴 물 시료를 획득하여 분석하 다. 

  가막만의 표층퇴 물은 평균입도가 8～10 ∅로서, 주로 silt와 clay의 세립질 퇴 물이  지

역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만 내의 기반암의 깊이는 육지에서 앙부로 갈수록 최  38 m까지 

분포한다. 북쪽, 북동쪽에서 수로가 발달하며, 두 수로는 만 앙부에서 만나 남쪽을 향해 깊어

진다. 퇴 층의 두께는 앙부에서 최  29 m까지 퇴 층이 두껍게 쌓여있는 반면에 남쪽 만 

입구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에는 부분 5 m 이하의 얇은 퇴 층이 분포한다. 기반암 의 퇴

층은 2개의 퇴 층서, Unit Ⅰ과 Ⅱ로 구성된다. 하부층인 Unit Ⅰ는 홀로세 해침동안 퇴

된 해침퇴 계열로 가막만의 수로지역에 분포하며, 조간 환경 하에서 쌓인 퇴 층으로 해석된

다. 최 해침면 상부에 놓이는 고해수면계열인 Unit Ⅱ는 해수면이 재의 치에 도달하 던 

지난 약 6,000년 이후에 퇴 된 생 니질퇴 물로 구성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Detailed Grain-size Characteristics of Surface 

Sediments in the Yellow Sea 

이희일
1

, 신임철
2

, 조 구
3

, 신경훈
4

, 김 철
5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방제연구부
2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3
경상 학교 지구환경과학과

4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5부경 학교 에 지자원공학과

해 면에서 퇴 물의 특성은 지형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포한다. 한국서해안과 황해

는 강과 하천의 향을 많이 받아서 입도의 분포가 육상의 퇴 물특성의 마지막 멤

버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간략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입도특성 구분으로는 해 면의 

분포도를 좀 더 자세하게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연안과 큰 강을 따라 분포하는 조

립퇴 물를 제외한 세립퇴 물은 좀 더 자세한 근이 필요하다. 특히 황해는 수심

이 얕아 (평균 약 55 m, 최 수심이 약 100 m) 육상기원 퇴 물이 부분 쌓은 곳

이고 국측은 세계 으로 손꼽히는 매우 큰 강인 황하와 양쯔강이 발해와 황해와 

동 국해쪽으로 흘러나오고, 한반도는 북한부터 시작하여 압록강, 동강, 한강, 

강, 섬진강 등 많은 강들이 하구와 만으로 연결되어 있다. 퇴 물의 기원에서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퇴 물의 입도크기는 물과 유기화학물과 함께 요한 기원지를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 별 특성과 물  유기화학물의 비교하여 그 

세 한 차이를 구분코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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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상을 이용한 염생식물 분포 연구

엄진아1,2, 최종국1, 유주형1, 이윤경2, 원 선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

연세 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염습지란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이 주기 으로 조석과 염분의 향을 받는 습지이며, 일반 으

로 이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세포액 속에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하고 자라는 내염성이 강한 염

생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염생식물들은 세립질 입자에 뿌리를 내려서 조류 흐름으로 인한 침

식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염생식물 서식지의 상분포 변화는 조간 의 육지화 

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조간 의 경우 칠면 , 갈 , 퉁퉁마디, 나

문재 등의 염생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성 상을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순천 여자만 지역에 하여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경계 

구분하고 KOMPSAT-2 상으로부터 식생지수를 분석 하 다. 순천 여자만 지역의 염생식물

은 부분 갈 와 칠면 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순천만 생태공원 근처는 주로 갈 로 이루

어져 있다. 이 지역에 하여 상으로부터 식생지수를 분석한 결과 갈 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는 식생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갈 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칠면 가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식생지수가 낮게 나타났지만, 조간

 표층과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육안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상으로부터 칠면  분포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많은 상을 획득하여 지속 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염생식물의 공간 인 분포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조간 의 육지화 지역에 한 정량 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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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해령 열수 상의 

역해 지형  해상자력 탐사결과

장우근, 정의 , 김 섭, 박상 , 박 용

한국해양연구원

앙 인도양 해령지역의 해 열수 상 분포를 악하고자 2009년과 2010년에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선 온 리호를 이용하여 역지형조사와 해상자력탐사를 수행하 다. 확장축과 변환단층 

부근의 3차원 지형  해 면 상을 획득하 으며, 열수 상 부근의 자기특성에 따른 해 열수

상의 분포 악을 시도하 다. 조사결과, 활발한 열수활동의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Ocean Core Complex (OCC) 지형구조를 확인하 으며, 자화이상 의 치와 OCC 부근의 

암석 샘 을 통하여 열수 상 추정 분포도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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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해양 성의 기하오차 분석 

: 시계열 해석에 한 

송정환, 양찬수, 한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천리안 성 해색탑재체(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의 기하보정은 상 처리 

시스템(IMPS, IMage Preprocessing Subsystem)에 포함된 INRSM(Image Navigation and 

Registration Software Module)에 의해 수행된다. INRSM은 복사보정이 수행된 데이터(L1A)를 

입력 데이터로 하며, Landmark 정합기법을 용하여 획득된 상에 한 지구상의 치를 추

정하고, 상 Resampling을 통해 기하보정 결과물(L1B)을 생성한다. 기하보정은 각각의 슬롯 

 밴드에 하여 개별 으로 Landmark 정합기법을 용하게 되며, 센서와 상의 각 픽셀간

의 기하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기하보정 성능  오차는 정합된 Landmark 치에 한 

잔차(residual) 계산에 의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GOCI L1B데이터의 기하보정에 사용된 

Landmark 치에 한 잔차 분석을 통해 천리안 해양 성의 기하오차를 시계열에 따라 해석

하고, 기하보정 성능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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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형도 주상 퇴 물의 

퇴 환경  속원소 분포 특성

              

이 호, 정갑식, 우한 , 조진형, 이승용, 장석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 측기술연구부 해양특성연구단
   시화호는 경기도에 치한 면  56.5km

2
의 인공호수로 1997년 20.8mg/l에 달하던 화학 산소요구량

(COD)이 2000년에는 3.9mg/l로 어들어 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 히 악취, 수질오염등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해양수산부, 2004; 해양수산부, 2007; 국토해양부, 2009). 시화호 남측 형도 

근처 주상퇴 물의 퇴 환경  속원소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10년 2개 정 (SS04-1, 

SM03)에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IL, Ignition Loss), 산휘발성황화합물(AVS, Acid Volatile Sulfide), 

유기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 속원소(Al, Fe, Mn, Cu, As, Pb, Zn, Ni, Cd  Cr) 농도 

 과잉 방사능 납(
210

Pbex)을 이용한 퇴 률을 측정하 다.

   코어 SM03의 평균입도는 4.79φ에서 6.62φ의 범 이며, 분 도는 2.0-4.0φ 범 에 들어 체로 불량

하 으며, 함수율은 22.15-26.83% 범 로 체 층서에서 고른 분포를 보 다. 그리고 코어 SS04-1의 평

균입도는 2.80φ에서 4.80φ의 범 이며, 분 도는 체로 0-30cm 구간까지 0.35-0.50φ 범 에 들어 체

로 잘 분류되었으며, 함수율은 20.35-24.92% 범  이었다. 강열감량 분포에 있어서 SM03의 경우 하부층

에서 상부층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퇴 물의 강열감량의 농도를 감소시

키는 유기물의 유입이 감소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산휘발성황화합물의 경우 SM03, SS04-1 모두 

40cm에서 상 으로 높은 값인 각각 0.16mg/g, 0.09mg/g을 보 다. 유기탄소량의 경우, SM03 60cm에

서 가장 높은 3.24 %를 나타내었으며, SS04-1의 경우 70cm에서 가장 높은 0.20%를 보 다. SM03, 

SS04-1 주상퇴 물 모두 알루미늄(Al) 5.0% 이하, 철(Fe) 3.0% 이하, Cu 4.0ppm 이하, As 7ppm 이하, 

Pb 22.0 pm 이하, Zn 60.0ppm 이하, Ni 24.0 ppm 이하, Cd은 분석기기의 측정한계인 0.2 ppm 이하 그

리고 Cr 70.0ppm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층에서 미국해양 기청(NOAA) 기 의 ERL을 과하

지 않았다. 주상퇴 물의 과잉 방사능 납(210Pbex)의 분포를 통해 추정한 결과 격한 퇴 물의 다량 유

입 상으로 수직 으로 방사능(activity)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방사능 퇴 률은 추정할

수 없었고, 격히 차이가 나는 약 35cm 깊이를 기 으로 시화방조제 건설이 의 퇴 층과 방조제 건설 

이후 농로 건설로 인한 격한 퇴 물 유입이 야기된 것으로 단된다. 

해양수산부 (2004),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BSPM226-00-1607-4.

해양수산부 (2007),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BSPM44101-1932-4.

국토해양부 (2009),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BSPM54791-2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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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 성의 클로로필 측정값에 미치는 

CDOM의 향과 CDOM 분포특성 연구

박미옥, 김윤정, 신우철

부경 학교 해양학과

 인공 성을 이용한 클로로필 측정은 용존 물질과 부유 물질 등 학  특징을 나타내는 물

질에 의해 장 측정치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UV-visible에서 빛을 강하게 흡수하

는 CDOM의 경우, 클로로필과 변화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클로로필의 농도

뿐만 아니라 분포 양상에도 향을 다. 특히, 최근 연구 결과는 CDOM에 의한 빛의 흡수

가 입자유기물에 의한 흡수의 10 ~ 70% 범 로써 성을 이용한 클로로필 측정 시 CDOM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하계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매월 동해 왕돌  주변의 CDOM, DOC 그

리고 Chl a 값을 측정하 으며, Chl a 와 CDOM의 상 계를 평가하고, DOC의 해색 성

자료에 의한 평가 가능성을 타진하 다. 한 인공 성 밴드  Chl a 측정을 해 사용되는 

412nm와 443nm의 장 에서 CDOM의 향을 악하기 해, 흡  계수  aCDOM (412), 

aCDOM (443)를 이용하 다. 그리고 CDOM을 이용한 DOC 농도추정의 가능성을 악하기 

해 aCDOM(355)을 이용하 다.

 본 연구결과 2010년 하계기간(6월 ~ 8월)동안 동해 왕돌  주변의 월별에 한 연안에서 

Chl a vs aCDOM은 상 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외양에서는 정의 상 계를 보 다. 이와 

반 로 aCDOM vs DOC는 연안에서는 좋은 정의 상 계를 보이는 반면 외양에서는 미미한 

계를 보 다. 특히 8월은 연안뿐만 아니라 외양에서도 좋은 정의 상 계를 보 는데 이

것은 외양에서 장 생산에 의한 반응과 미생물 분해에 의해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CDOM vs Salinity는 연안에서는 미미한 상 계를 보이는 반면 외양에서는 역의 

상 계를 보 으나, 외 으로 7월의 외양에서 온고염한 북한한류수의 용승으로 인해 

정의 상 계를 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DOM과 DOC의 계를 통해 

연안에서 CDOM을 이용한 DOC 농도 추정의 가능성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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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게놈 분석법을 이용한 부산 연안역 해수의 랑크톤 

종다양성 고찰

 윤지미1, 이지은1, 이상래2, 노태근2, 정익교1, 이동섭1 
1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부산 학교 해양연구소

한해 에 치한 부산 연안역은 마난류, 남해연안수, 국 륙 연안수의 향을 받아 복잡

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할 것으로 상한다. 메타게놈

(metagenome)  분석법은 미경 찰로는 동정하기 힘든 극미세 랑크톤 종을 포함한 생물

종 다양성을 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부산 연안

의 세 정  시료에서 메타게놈분석법인 18S rDNA 클론라이 러리 구축법을 도입하 다. 세 

정 에서 370개의 클론을 분석하 고, 그  96개의 unique phylotypes가 발견되었다. 랑크

톤 종조성은 Dinoflagellates(38), Ciliates(9), Diatoms(8), Haptophytes(1), Arthropods(18), 

Acantharea(2), Green algae(3), Telonemida(1), Fungi(2) 으로 나타났으며, 지 까지 국내에 미

보고된 생물종과 함께 잠재  신계통군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존 우 종 심으로 보고된 

연안역의 수생태계가 보다 더 다양한 종조성을 이루고 있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수괴의 물리화

학  특성에 메타게놈 분석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물학  지표로서 추 자 역할을 제공할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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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ariability of ΔO2/Ar and net community 

production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Amundsen Sea, Antarctica

Doshik Hahm, Tae Siek Rhee, Young-Nam Kim, Hyoung Chul Shin, 

and SangHoon Le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Saturation anomaly of dissolved oxygen (O2) in surface waters of the ocean is, 

in general, associated with phys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Since O2 and argon 

(Ar) have similar solubilities and diffusivities in seawater, Ar measurement can 

be used to isolate the O2 saturation anomaly linked to physical processes such 

as seawater temperature, atmospheric pressure, wind stress, bubble injections 

among the various processes. Remaining biological O2 anomaly, ΔO2/Ar 

(=[O2/Ar]sample/[O2/Ar]saturation−1), essentially reflects the difference between 

photosynthetic production and  respirational consumption of O2, corresponding to 

net community production (NCP). To investigate the variability of NCP, a 

measure of the net carbon removed from the atmosphere via biological 

productivity (so called “biological pump”), we surveyed ΔO2/Ar in the surface 

waters of the Amundsen Sea during austral summer (December 21, 2010 — 

January 22, 2011) using an equilibrator inlet mass spectrometer. ΔO2/Ar dropped 

as low  as -10% in the sea-ice area, implying dominant O2 consumption by 

respiration and limited production over the winter; On the other hand, ΔO2/Ar 

reached up to 30% in the polynya, where ΔO2/Ar, together with pCO2 and 

chlorophyll-a, showed a strong correlation with sea surface temperature. This 

suggests that the high biological productivity and consequent O2 supersaturation 

in the polynya should be preceded by stabilization of upper water column due to 

radiative heating after melting of the sea-ice. We will discuss estimation of 

NCP along the cruise track in the Amundsen Sea and its implication to global 

carbon cycle at th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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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유 층에서 TEP와 환경인자들과의 상 성 연구

덕, 노태근, 이동섭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TEP(Transparent exopolymer particle)는 식물 랑크톤이 배출한 산성 다당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을 분산 매체로 하는 젤 입자로 끈 거리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입자의 농도를 증가시켜 입자간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거나, 입자자체에 부착되어 성

을 높여주어 응집체(aggregate)의 형성과 유기탄소의 퇴 작용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수성젤(hydrogel)형태이기 때문에 TEP 분포는 주  환경의 향을 많이 받

지만 그동안 기  성질에 한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실제 양에서의 양과 분포 특성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를 연구해역으로 하여 유 층에서 

TEP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TEP와 주변 환경요인과의 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EP 분포의 효과  비교를 해 깊이에 한 평균값을 이용하 다. 북  40° 이남의 난수역에

서는 20.1 ± 6.7 μg Xeq. l
-1 

m
-2 

으로 북  40° 이북 냉수역의 24.5 ± 2.3 μg Xeq. l
-1 

m
-2 

보

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났고, 표층수온이 가장 낮은 러시아 북부 연안지역(44 - 46°N)에선 

80.7  ± 5.8 μg Xeq. l-1 m-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EP 연직 분포 경향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난수역에선 표층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 으

며, 이 지역에선 식물 랑크톤 크기가 20μm보다 큰 종이 우 하는 것으로 보아 종 조성 차이

에 따라 분포가 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TEP의 분포가 가장 높은 러시아 북부 연안지

역에서는 클로로필-a의 분포 한 높았으며, Chl-a와 TEP 사이에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r
2
≒0.60,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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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M을 이용한 제주도 연안 염지하수  

용존 유기물질의 기원 추

권은화, 김규범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연안 지하수 환경에서 용존 유기물질의 기원을 악하기 해 2010년 10월과 2011년 1월에 

제주도 화순항과 삼양해수욕장에서 해수와 공극수  유색 용존 유기물질(CDOM)의 형 과 

용존 유기탄소(DOC)의 농도를 측정하 다. CDOM은 유기물의 기원과 그 특징에 따라 특정한 

장에서 피크를 나타내는데, humic-like 피크는 육상에서 기원한 물질을 의미하고 marine 

humic-like 피크는 분해된 용존 유기물질을 나타내며 protein-like 피크는 미생물의 활동과 연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 CDOM의 지표인 BIX의 값이 1 이상일 경우 토착환경 내에

서 최근에 용존 유기물질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하고, 0.6∼0.7일 경우 그 환경에서 유기물의 생

성이 매우 음을 나타낸다. 화순항의 공극수  CDOM의 humic-like 피크는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protein-like 피크는 염분과 뚜렷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고, 

BIX 값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존 유기물질이 화순항 해 하구 내의 생물 활동에 의

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기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삼양해수욕장에서는 

염분이 증가함에 따라 humic-like 피크와 protein-like 피크가 모두 증가하 으며, BIX 값은 

0.9에서 1.6까지 나타났다. 이것은 해 하구 내의 용존 유기물질이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생성

되었거나 해양 퇴 물로부터 최근 생성된 유기물인 것으로 보인다. 보편 으로 유기물 함량의 

지표로 이용되는 DOC는 두 지역 모두 일반 인 지하수 내의 DOC 농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30∼70 μM), 염분과 뚜렷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DOC의 농도가 매우 

높거나 낮아서 유기물의 농도 분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DOM이 유기물 기원의 

추 자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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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지하수에서 규산염과 인산염의 거동과 해양학  

요성

조형미, 김규범

서울 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일반 으로 해  지하수는 연안에서 해양으로 유출되는 양염의 수송에 요한 역할을 한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  지하수에 의한 양염의 해양 유출을 결정짓는 해  하구(담

지하수와 재순환되는 해수가 만나는 공극수 환경)에서 양염의 흡착, 탈착, 제거 등 생지화학

 거동에 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지하수의 흐름을 모사

한 실험실 컬럼 실험을 통해 담지하수에 높게 존재하는 규산염이 해  하구에서 퇴 물에 흡

착되는 기작과 규산염의 흡착에 의해 인산염이 탈착되는 상을 알아보았다. 담지하수 유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지역의 사질 퇴 물을 담은 컬럼에 연안 지하수를 통과시킨 후 규

산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담지하수  규산염 농도의 약 35-70%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퇴 층을 통과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동안 담지하수  상당량의 규산염이 퇴 물

에 흡착되어 제거됨을 나타낸다. 한, 한반도 주변 연안(서해, 남해, 동해)과 제주도에서 채취

한 퇴 물을 사용하여 고농도의 규산염(200 μM)이 포함된 인공해수를 퇴 물 컬럼에 흘려  

결과, 퇴 물 컬럼을 통과한 지하수  인산염의 농도는 칼럼을 통과하기  농도의 약 300% 

증가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해  지하수  규산염의 농도가 인산염의 탈착에 큰 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해  하구에서 규산염의 흡착과 인산염의 탈착에 한 보다 심

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으로 유출되는 담지하수에 의한 규산염

과 인산염의 럭스가 재평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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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 호의 물질수지 연구

정용훈, 양재삼, 송수진(군산 학교 해양학과)

새만 호의 물질수지 연구를 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호 내의 수층과 퇴 물을 분

석하 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수를 조사하 다. 외해역 자료는 동일시기에 측된 한국해양

연구원 자료를 사용하 다. 물질수지 계산에 앞서 물수지는 새만 호의 수 변화와 염분수지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물수지 계산 결과에 의하면 새만 호의 염지하수 이동량은 하천으로 유

입되는 양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염지하수로 유입되는 물질(TOC, TN, 

TP, SiO2)의 flux도 하천을 통한 flux보다 2~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물질수지의 

종합 인 결과는 새만 호 내에서 TOC, TN, TP는 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iO2는 호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쿠로시오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장풍국, 신경순, 황옥명, 장민철, 이우진, 현봉길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요약문

쿠로시오의 향을 받는 마난류가 남해안의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서 

한해  서수로 정 과 연안 정 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일반 환경과 식물 랑크톤의 계를 이해하기 해 수온, 염분, 양염,  

엽록소-a를 조사하 다. 수층이 혼합되는 시기는 12월부터 5월까지이며, 성층이 형성되는 

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나타났다. 수층이 혼합되는 시기에 수체 상층부 수온 염분 특성을 

보면 한해  정 에서는 겨울철과 철에 마난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안정 은 

겨울철에 마난류 그리고 철에는 혼합수의 특성을 보 다. 여름철, 두 정 모두 연안수의 

향을 받아 연안정 은 25.47-33.88psu의 범 를 보 으며, 한해  정 은 28.31-34.20psu의 

범 를 보 다. 하지만 두 정 에서 각 연도마다 가장 낮은 염분을 나타내는 시기가 항상 

일치하지 않았으며, 2006년과 2007년은 연안정 이 더 낮은 염분을 나타낸 반면, 2010년은 

한해  정 에서 확연하게 낮은 염분이 측되었다. 이는 두 정  간에 여름철 상층부에 

향을 주는 수체가 다름을 의미하며, 이는 양염 분포 양상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두 정  

간에 상층부 양염 분포는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나타내지만, 여름철 질산염은 연안정 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한해  정 은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이는 연안정 에서의 연안수는 

낙동강에 직 인 향을 받는 반면, 한해  정 은 장강 희석수의 향을 직 받기 

때문이다. 장강 희석수는 국 연안지역에서 높은 양염을 가지고 있지만 동 국해에 

도달하기  식물 랑크톤에 의해 질산염 소모가 이루어져 고갈된 상태에 이른다. 연안정 의 

엽록소-a는 여름철에 가장 높은 평균값 (3.30 ㎍ℓ
-1
±3.47)을 보이는 반면, 한해 은 가장 

낮은 값(0.29 ㎍ℓ-1±0.30)을 보여, 양염 분포 양상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철 

식물 랑크톤 발생 시기에 두 지역모두 높은 값의 엽록소-a를 나타내는데 이는 겨울철 수층 

혼합으로 상층부에 공 된 양염에 의해서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조사 지역은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마난류 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 상층부의 

수온이 12℃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수온보다 수층 안정도가 철 발생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겨울철에도 수층이 안정되면 식물 랑크톤의 성장이 

진되어 한해  정 은 오히려 여름철보다 2배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인다. 결과 으로 

마난류는 남해안 해안환경에서 미치는 향이 여름철에는 미미하지만 다른 시기에는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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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중앙해령 Hydrothermal Vent 해역의 화학적 환경특성

손승규, 김경홍, 손주원, 김미진, 문재운

한국해양연구원

본 연구는 인도양 중앙해령, 해저열수 분출구 해역(Hydrothermal vent area)의 심층수를 대

상으로 화학적 환경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지난 2009년도 12월-2010년 1월 사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R/V 온누리호(한국해양연구원)를 이용하여 인도양 중앙 해령((7˚-13˚S, 65˚-68˚E)

의 확장축과 변환단층 해역을 대상으로  35 정점(CTD casting)을 탐사하였다.

 인도양 중앙해령(Central Indian Ridge)은 20-30 mm/yr의 속도를 갖는 느린 확장 지역

(slow spreading ridge)으로서 지구조적으로 길이 60 km, 폭 20 km, 깊이 1 km의 매우 넓은 해

령대를 가지고, 해령 양단(flank)은 열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는 변환 단층으로 구성되는 특징

이 있다. 확장 축이 서로 대칭이고 그 가운데 topography high가 나타나는 경우 그 중심부에서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곳에서는 해령 양단에서도 열수활동

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해역이다.

 Hydrothermal vent 해역은 열수 plume의 영향으로 수소이온 (pH) 및 용존산소(DO) 농도

는 낮아지고, 영양염 중 질산염 농도는 감소하며, 암모니아는 증가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

해역의 심층수를 대상으로 Hydrothermal vent의 영향에 의한 화학적 환경특성 분석을 시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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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mination of nonylphenolic compounds in creek water, 

wastewater treatment plant effluents, and sediments from 

Lake Shihwa and vicinity, Korea: Comparison with fecal 

pollution

최민규, Edward T. Furlonga, 문효방b, 유 c,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aUS Geological Survey, b한양 학교, 

c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 향평가센터

Nonylphenolic compounds (NPs), coprostanol (Cop), and cholestanol, major 

contaminants in industrial and domestic wastewaters, were analyzed in 

creek water,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effluent, and sediment 

samples from artificial Lake Shihwa and its vicinity, one of the most 

industrialized regions in Korea. We also determined mass discharge of 

NPs and Cop, a fecal sterol, into the lake, to understand the linkage 

between discharge and sediment contamination. Total NP (the sum of 

nonylphenol, and nonylphenol mono- and di-ethoxylates) were 0.32-875 

mg/L in creeks, 0.61-87.0 mg/L in WWTP effluents, and 29.3-230 mg/g 

TOC in sediments. Concentrations of Cop were 0.09-19.0 mg/L in creeks, 

0.11-44.0 mg/L in WWTP effluents, and 2.51-438 mg/g TOC in 

sediments.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NPs in creeks and sediment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op, suggesting that Lake Shihwa contamination 

patterns from industrial effluents differ from those from domestic 

effluents.The mass discharge from the combined outfall of the WWTPs 

was 2.27 kg/day for NPs and 1.00 kg/day for Cop, accounting for 91% 

and 95% of the total discharge into Lake Shihwa, respectively.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NPs and Cop in sediments were found in 

samples at sites near the submarine outfall of the WWTPs, indicating 

that the submarine outfall is an important point source of wastewater 

pollution in Lake Shi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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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iment Toxicity of Industrialized Coastal Areas of 

Korea Using Bioluminescent Marine Bacteria

최민규, 김성길a, 윤상필b, 정래홍, 문효방c, 유 d, 최희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a해양환경 리공단, b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c한양 학교, d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 향평가센터

The quality of marine sediments from the industrialized coastal areas of 

Korea (Ulsan Bay, Masan Bay, and artificial Lake Shihwa) was 

investigated using a bacterial bioluminescence toxicity test. The sediment 

toxicity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levels of chemical contamination 

(trace metals,wastewater markers, acid volatile sulfides, total organic 

carbon). The effective concentration 50% (EC50) of sediments ranged 

from 0.014 to 1.126 mg/mL, which is comparable to or lower than values 

in contaminated lakes, rivers, and marine sediments of other countries. 

The sediment reference index (SRI) ranged from 13 to 1044, based on the 

EC50 of the negative control sample. The mean SRI values in Masan Bay 

and Lake Shihwa were approximately 8 and 9 times as high as that in 

Ulsan Bay, indicating higher sediment toxicity and greater contamination 

in the two former regions. The measures of sediment toxicity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concentrations of some chemicals, suggesting 

that this test may be useful for determining potential chemical 

contamination in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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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nthropogenic contamination in sediments 

from Gunsan Coast, Korea

이완석, 박지은, 최민규, 황동운, 이인석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nonylphenol (NP), fecal sterols, 

butyltins (BTs), and luminescent bacteria inhibition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sediment pollution from Gunsan Coast, Korea. The concentrations 

of PAHs in sediments ranged from 68 to 425 ng/g dry wt, NP ranged 

from 21 to 2170 ng/g dry wt, coprostanol (a fecal sterol) ranged from 9.1 

to 245 ng/g dry wt, BTs ranged from 2.8 to 14 ng Sn/g dry wt, and 

EC50 ranged from 0.50 to 23.8 mg/mL. These levels are lower than or 

comparable to those in other studies of Korea. The highest levels of 

these contaminants were found at inner sites which contain high 

anthropogenic activities and contaminated creeks are discharged to. 

Relatively high levels were also found near the outfall of a wastewater 

treatment plant for NP, near the power plant for PAHs, and near the 

piers for BTs, fecal sterols, and sediment toxicity using luminescent 

bacteria. This indicates that the sediment pollution in Gunsan Coast are 

associated with  various anthropogenic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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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동해연안 영양염의 계절 변동

               

권기영, 이용화
*

, 심정민, 정희동, 김상우, 최용규, 박종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동해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조사에서 얻어진 자

료를 이용하여 강원도 거진에서 경상북도 감포까지의 동해 근 연안의 양염을 비롯한 해양

환경의 변동 특성에 해 고찰하 다. 동해연안의 양염은 표층에서 2월의 농도가 가장 높았

고, 5월에 농도가 가장 낮은 변동을 보 으며, 층은 2010년 5월을 제외하면 양염 농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동해 연안의 양염 변동은 해안에 근 한 연안임에도 불구하고 동계

의 수직혼합에 의한 양염 증가와 수온약층 형성 후 표층의 생물학  이용에 의해 고갈에 이

르는 외해의 형 인 양염 동태 경향을 보 다. 하계 강우에 의한 양염 공 은 극히 제한

이고 질소  인의 비로 5월과 8월에 질소가 매우 부족하여, 층수의 양염 공  정도가 

동해 연안의 생태계 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8월에 ·북부연안(강

원 거진-경북 죽변(2009), 강원 삼척(2010))에서는 표층에 비해 평균 1.1mg/L이상 높은 용존산

소 농도를 보이는 층수의 출 이 있었으며, 이 층수의 양염 농도는 남부연안 층수의 

양염 농도에 비해 월등히 낮은 특징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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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만에서 해  지하수 유출기작과 유출량 조사

이용우, 김부근, 김성한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육상에서 해양으로 확장된 선구조 분석, 비 항탐사, 염분, 지화학 추 자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해  지하수 유출 사  조사 결과, 지하수 유출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일 만 내에서 

해  지하수 유출기작과 유출량 조사를 실시하 다. 일 만의 쇄 (surf zone)에서 라돈과 

양염(질산염, 규산염)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조석주기와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쇄 에서 측정된 라돈과 양염 농도의 시기별 차이는 인 한 해빈의 공극수  라돈

과 양염 농도 변화와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보 다. 라돈 물질수지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일 만 내측 해역으로 유입되는 해  지하수 유출량(담지하수+재순환하는 해수)은 국내의 화

산섬과 조석차가 큰 연안에서의 추정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 지만, 국외의 주요 연안

에서 추정한 유출량과 유사한 범 에 있었다. 연안 해수에 비해 양염 농도가 높은 지하수 유

출량의 시공간  변화는 주변 연안의 생태 환경 변화에 상당한 향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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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망 운   시행계획(해양환경 리공단)

김성수, 김성길, 박 건, 팽우 , 박미옥, 고 , 김 수, 이주 , 이용우 

해양환경 리공단 기후·수질

해양환경측정망 사업은 재 국 연근해 총 374개 정 에서 매년 4회(2, 5, 8, 11월) 해양환경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해양환경 리공단으로 본 사업이 이 되어 지난 2월 첫 

장 조사를 실시하 다. 8개 조사 을 구성하고 주로 공단 선박을 이용하여 국 연안에서 동시

에 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 측 장비(CTD: SBE 19plus V2, USA)는 수온(±0.000

1℃), 염분(±0.0005 S/m), 수심(±0.002%)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pH(SBE 18, 정

확도: ±0.1, USA), fluorescence(WET Labs_FLRT, 정확도: ±0.02 μg L-1, USA), DO(Optode 

4330 F, 정확도: ±8 μM, Norway) 센서를 부착하 으며, 조사  해수풀장과 부산연안에서 동

시 연속 측정을 실시하고, 수동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각 센서별로 검보정을 실시하 다. 해양

환경측정망 사업을 통해서 얻은 장 측 자료는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나갈 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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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만형갯벌 표층 퇴 물의 지화학  특성과 

서식생물의 무기원소 분포

최윤석․박 재․송재희․정상옥․윤상필․안경호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

  서해안 만형갯벌 퇴 물의 지화학  특성과 서식하는 생물의 무기원소 분포도를 조사하기 

해 충남 태안군 갯벌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 다. 선정한 조사지역은 연안개발이 되지 않은 

비교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 인 서해안의 만형갯벌이다. 표층퇴 물의 지화학  특성

으로 유기물 함량, 함수율, 화학  산소요구량  황화물을 조사하여 퇴 물의 건강상태를 평

가하 다. 한 표층 퇴 물과 서식하는 생물의 무기원소 분포  상 계를 유추하기 하여 

채집한 시료의 무기원소 분석은 X선 형 분석기를 사용하 다. 한 퇴 물 내에 농축되기 쉬

운 속들 에서 몇 종의 원소를 선택하여 부화지수를 계산하 으며 속에 한 농축비

(Ef)와 농집지수(Igeo)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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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the 

seawater, sediment and biota from Gwangyang 

Bay in Korea

김윤희, 이성규, 조 서, 문효방

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남 학교 환경해양학과

Concentrations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were determined in 

seawater, sediments and biota collected from Gwangyang Bay, Korea in 2010. 

Twenty-four PBDE congeners were detected in seawater, sediments and biota 

samples, suggesting that PBDEs are ubiquitous in Gwangyang Bay. ΣPBDE24 

concentrations ranged from 56 to 343 (mean: 180) pg/L in seawater, from 1.2 to 

44 (9.9) ng/g dry weight in sediments, and from 0.3 to 15 (3.3) ng/g dry weight 

in marine organisms. The highest concentrations were found in site from 

western part of the bay, which was characted by close to land-based sources 

and weak water circulation. The lowest concentrations were found for the 

locations from mouth of Seomjin River. PBDE concentrations measured in 

Gwangyang Bay, excluding BDE congener 209 (deca-BDE), in sediments were 

within the ranges of those reported for other countries. The concentrations of 

BDE 209 in our study were lower than those previously reported for industrial 

bays of Korea. The dominant PBDE congener in seawater and sediments was 

deca-BDE, which accounted for >40% in seawater and >80% in sediment of the 

total PBDE concentrations. This was consistent with high consumption of 

deca-BDE for the flame-retardant market in Korea. Marine organisms showed 

species different patterns of PBDEs. Bioconcentration factor (BCF) of PBDE 

congeners in muscle and liver tissues conformed the presence of on-going 

sources of PBDEs in Gwangy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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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on the 

speciation and fluxes of mercury in Hampyeong Bay, 

Korea.

Md. Moklesur Rahman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Abstract :

Fluxes of both total Hg (HgT) and monomethylmercury (MMHg) colligated with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SGD) were estimated from January to August, 

2010. Concentrations of dissolved Hg in filtered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s 

ranged from 1.31 to 4.35 pM and 0.83 to 2.0 pM, respectively while the range for 

unfiltered surface waters was 1.7 to 4.6 pM. Concentrations of MMHg ranged from 

<0.02 to 0.052 pM in filtered groundwater, <0.02 to 0.033 pM in filtered surface 

waters, and 0.02 to 0.04 pM in unfiltered surface waters. Comparing high SGD 

(August) and low SGD (May) seas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nfiltered Hg concentrations in surface waters, however,  higher filtered Hg, lower 

Kd of Hg and higher DOC were observed in August, suggesting that SGD may be 

associated with DOC increase and reduced  particle-water partitioning of Hg. Our 

preliminary estimates of mass balance for HgT shows that benthic flux, SGD, and 

atmospheric deposition are the prime input sources of Hg (28.4±13.8 mol yr
-1

)to 

the bay while sea surface evasion removes the largest portion of Hg (13±4.9 

molyr
-1

) out of the bay. Moreover, from MMHg mass balance, it is obvious that 

benthic flux and SGD are the most potential sources of MMHg releasing (0.31±0.29 

mol yr
-1

). Biological processes along with photodemethylation appear to be 

predominant removal processes of MMHg (0.25±0.28 mol yr
-1

) out of th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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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istribution and sources of PCBs and 

OCPs in the seawater, sediment and biota from 

Busan Bay and Suyeong River in Korea

이성규, 김윤희, 이인석, 최민규, 최희구, 문효방

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and organochlorine pesticides (OCPs) 

such as chlordanes (CHLs), dichlorodiphenyltrichloroet hanes (DDTs), 

hexachlorobenzene (HCB), hexachlorobenzene (HCHs) and pentachlorobenzene 

(PeCBz) were determined in the seawater, sediment, and biota from Busan Bay 

and Suyeong River, Korea, to characterize their contamination status and spatial 

distribution. The concentrations of PCBs in seawater, sediment and biota ranged 

from not detected (nd) to 1073 (mean: 130.2) pg/L, from 0.23 to 62.3 (9.31) ng/g 

dry weight and from 0.73 to 40.36 (9.89) ng/g dry weight,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DDTs in seawater, sediment and biota ranged from nd to 1260 

(mean: 148) pg/L, from 0.21 to 334.9 (19.2) ng/g dry weight and from 2.47 to 

135.9 (27.5) ng/g dry weight, respectively. The level of PCBs in seawater 

showed relatively higher in Suyoung River at locations close to an outfall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than the locations from Busan Bay, while, 

PCB levels in sediments from Busan Bay showed higher than Suyeong River. 

Among analyzed contaminants, concentrations of DDTs were the greatest in 

sediment and biota. Although the DDTs banned from 1980 in Korea, they were 

frequently detected in coastal environment. The distributions of DDTs in 

seawater and sediments were relatively higher in Busan Bay than Suyeong 

River. It was different distributions pattern with PCBs due to their different 

origins. DDT and its metabolites were the predominant contaminants in most 

biota. Distributions of CHLs were almost same patterns with DDTs. However, 

spatial distributions of HCB showed difference with other contaminants. 

Bioconcentration factor (BCF) of each pollutants in edible tissue and liver were 

calculated. CHLs were the highest BCF value and followed as DDTs, PCBs, 

HCB, PeCBz and H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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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POPs in the seawater, sediment and 

biota from Busan Bay and Suyeong River in Korea

이성규, 김윤희, 김인석, 최민규, 최희구, 문효방

한양 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and perfluorinated compounds 

(PFCs) as emerging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were determined in 

seawater, sediment, and biota from Busan Bay and Suyeong River, Korea in 

2010. The concentrations of PBDEs in seawater, sediment and biota ranged from 

8.43 to 2689 (mean: 551.9) pg/L, from 5.34 to 1208 (118.3) ng/g dry weight and 

from 0.26 to 14.49 (3.93) ng/g dry weight,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s of 

PFCs in seawater, sediment and biota ranged from not detected to 70720 (mean: 

11013) pg/L, from 0.03 to 4.62 (0.72) ng/g dry weight and from 1.00 to 55.20 

(11.48) ng/g dry weight, respectively. PFCs are the most abundant pollutants in 

seawater, but most of samples in sediment from Busan Bay were not detected. 

PBDEs were found the most abundant pollutants in sediment. These patterns 

related with physico-chemical properities such as water solubility, vapor 

pressure, and biodegradability.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PBDEs were 

relatively higher in North Harbor which is located lots of harbor and industrial 

activities than South Harbor and Gamchoen Harbor. The level of PBDEs in 

seawater and sediment and PFCs in seawater showed decrease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WWTP). The dominant PBDE congener in seawater and 

sediment was BDE congener 209 (deca-BDE), which accounted for >70% and 

>90% of the total PBDE concentrations in seawater and sediment, respectively. 

This is consistent with high consumption of deca-BDE for the flame-retardant 

market in Korea. Marine organisms, BDE 47 was predominant PBDE congener 

and BDE 99, 100, 153, 154 also relatively higher contributions of the total PBDE 

concentrations. While bivalves species, deca-BDE was relatively higher 

contribution congen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ilter-feeder.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were the dominant compound of PFC contaminants in liver, 

while PFOS and perfluoroundecanoic acid(PFUnDA) were the dominant 

compounds of PFC contaminants in edible tissue. Its patterns were similar to 

those reported for cetaceans elsewhere. PBDEs were the highest bioconcentration 

facto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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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balance of total mercury and monomethyl- 

mercury in coastal embayments of a volcanic island: 

significance of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이용구, M. MOKLESUR RAHMAN, 한승희   

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 of the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on the 

mass budgets of total Hg and monomethylmercury (MMHg) in coastal embayments of a 

volcanic island, preliminary mass balance models were constructed for Hwasun Bay and 

Bangdu Bay on Jeju Island. Our estimates of mass balance indicate that the coastal 

groundwater is a main source of Hg in Hwasun (50%, (23±7.8)×10
-2

 mol yr
-1

) and Bangdu 

Bays (70%, (23±16)×10-2 mol yr-1), although the contribution from atmospheric deposition 

was considerable (38% and 25% for Hwasun and Bangdu). Similarly, MMHg was mainly 

discharged from the submarine groundwater for Hwasun (58%, (0.30±0.010)×10
-2

 mol yr
-1

) 

and Bangdu Bay (66%, (0.65±0.37)×10-2 mol yr-1), which wa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sediment diffusion flux. Assuming that Hg and MMHg levels in groundwater of other 

volcanic islands are similar to those in Jeju, total Hg and MMHg fluxes from global 

volcanic islands are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600 and 30 mol yr-1, respectively. 

These fluxes are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as Hg and MMHg inputs from a major 

river, such as, Yangtze River, Mississippi River, or Meko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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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에서 용존 망간의 수직 분포: 

해  유출량의 요성  

차 주,1, 조주혜2, 최만식2

1충남 학교 해양연구소  2충남 학교 해양학과 

   동해 울릉분지 해역에서 2006년 4월, 2007년 5월  2007년 8월 세차례에 걸쳐 용존 망간의 수직분

포를 조사하 다. 본 연구해역의 수심은 516 - 2208m이며, 2006년 4월  2007년 8월 조사에서 해수 시

료를 채취한 최  깊이는 1000m 고 2007년 5월 조사에서는 최  1800m 깊이까지 시료를 채취하 다. 

   연구해역에서 용존 망간은 부분의 정 에서 표층에서 최 값을 보 다가 깊이에 따라 격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표층수의 용존 망간 농도는 2.0 - 14.9 nM로 지역 인 변화가 비교  큰 편이었

다. 깊이별로는 0.9 - 38.0 nM의 범 로 크게 변화하 다. 

   2007년 5월의 조사에서는 최  1800m까지 시료채취 범 를 확장한 결과 10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서는 용존 망간의 농도가 다시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연구해역의 층 퇴 물로부터 

용존 망간의 해  유출이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연구해역에서의 망간 순환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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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과 진해만에서 용존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의 

분포와 계절 변동

(Spatial and seasonal variations of dissolved methane 

and nitrous oxide in Gawngyang Bay and Jinhae Bay)

박경아1,2, 이태식1, 김동선3, 신형철1 

1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2한국외국어 학교 환경학과, 
3한국해양연구원

본문 :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는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로, NOAA/ESRL 

(www.esrl.noaa.gov/gmd/aggi/)에 의하면 2010년 대기 농도는 메탄이 ~1800ppbv , 아산화질

소가 ~323ppbv 로 산업 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은 CH4와 N2O의 자연적 

배출원 중 하나로 생물적 반응에 의해 생성 또는 소멸되고 대기와 교환 또는 하천을 통해 연

안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을 받는다. 연안과 대륙붕 해역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배출은 

각각 해양 배출의 ~75%, 15 - 61% 로 이들 기체의 중요배출원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들 기체의 분포와 계절변화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2010년 5월에서 2011년 2월까지 각 계절마다 한반도 남해에 위치한 광양만과 진해

만에서 용존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측정하여, 이들 기체의 공간 분포와 계절 변동을 알아보였

다. 여름철 광양만과 진해만에서 메탄 농도가 각각 65±22nmol kg
-1

, 123±101nmol kg
-1

으

로 다른 계절 보다 높게 관측되었다. 여름철 광양만과 진해만의 조석 변화와 염분(22-30‰)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수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메탄은 용존 산소와 음의 상관 관

계를 보이는데, 여름철 저층에서 높은 농도의 메탄이 배출 된 것으로 암시된다. 관측 기간 동

안 광양만에서 아산화질소는 10 - 13 nmol kg
-1

로  거의 계절변화가 없는 반면 진해만에서

는 여름(11±1nmol kg
-1

)에 낮고 겨울(18±4nmol kg
-1

)에 높은 경향이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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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구 표층퇴 물내 미량 속의 오염도 평가

황동운
1
, 김평중

2
, 최민규

1
, 이인석

1
, 최희구

1

1.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2.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
   

   우리나라 서해 부 연안에 치하고 있는 강하구는 1990년  상류쪽에 건설된 하구둑

과 최근 완공된 새만  방조제로 인해 주변 강물로부터 유입되는 퇴 물의 양이 감하고, 군

산외항, 서천장항  산업단지 조성을 한 연안 매립, 항로유지를 한 수로의 지속 인 설, 

이로 인한 조류  잔차류 흐름의 변화 등으로 연안환경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강

하구에서 퇴 물의 지화학  특성  미량 속의 오염도를 평가하기 하여 2009년 3월에 총 

28개의 표층 퇴 물을 채취하여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화학 산소요구량, 산휘발성황화물  

속원소(Al, Fe, Cu, Pb, Zn, Cd, Ni, Cr, Mn, Hg, As)의 농도를 조사하 다.

   조사지역내 표층퇴 물의 평균입도는 사니질 퇴 물의 입도인 1.7～5.8∅범 로, 주 퇴 상

은 사(sand) 혹은 니질사(muddy sand) 다. 퇴 물내 유기물 오염의 지표인 화학 산소요구량

과 산휘발성황화물은 각각 1.3～9.8 mgO2/g-dry(평균 4.0±2.9 mgO2/g-dry), ND～0.7 

mgS/g-dry(평균 0.1±0.2 mgS/g-dry)범 로, 우리나라 주변의 양식활동이 활발한 어장주변해

역이나 반폐쇄 인 내만에 치한 항내에서 측된 값보다 상당히 낮았다. 퇴 물  속원소

의 농도는 체 으로 군산외항 앞쪽의 수로부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입도와 유기물 함

량과 좋은 정의 상 성을 보여 연구지역내 미량 속의 농도가 이들 요인에 의해 조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ERL(effect range low)-ERM(effect range median) 기법, 농집지수

(geoaccumulation index), 농축계수(enrichment factor)등 지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퇴 물  

속원소의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속원소의 농도는 일부정 을 제외하면 NOAA에서 제시

한 하  퇴 물 권고기 (ERL)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농집지수  농축계수 한 모든 표층퇴

물이 비소(As)를 제외하면, 속원소에 하여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주변 

항만  산업단지로부터 미량 속에 한 오염의 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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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variations of calcareous seed populations 

and its ecological significance in the hypoxic zone

Hyeon Ho Shin, Seung Won Jung, Min Chul Jang and Young-Ok Kim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Phytoplanktons in coastal regions are generally known to have a tolerance to ocean 

acidification. However, we identified that their survival is being threatened by acidic 

environments in the hypoxic zone, and present the evidence here. In natural sediments 

of hypoxic zone, morphological changes of calcareous cyst populations were observed, 

which were caused by acidic conditions in sediments and have been proven by 

hypoxia-induced acidification experiments. The calcareous spines of cysts could 

endure quite low pH levels (ca. pH 7.4), suggesting that the seed populations a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ly acidic environments. After experiencing the intense 

acidic environments, the seeds without calcareous spines have germinability however 

they can be linked to mortality, due to loss of surface coat. Consequently, we suggest 

that the changes in the community structure of phytoplankton and the reduction in 

biodiversity will result in the hypoxic zones of coast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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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s in biogenic carbon flow 

from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under high carbon dioxide and warm ocean conditions
               

김자명1, 이기택1*, 신경순2, 양은진3, Anja Engel4, David M. Karl5, 김 철1

1포항공과 학교 환경공학부, 
2한국해양연구원/남해연구소, 3한국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4Alfred Wegener Institut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5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Ocean and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Photosynthesis by phytoplankton in sunlit surface waters transforms inorganic carbon and 

nutrients into organic matter, a portion of which is subsequently transported vertically 

through the water column by the process known as the biological carbon pump (BCP). The 

BCP sustains the steep vertical gradient in total dissolved carbon, thereby contributing to net 

carbon sequestration. Any changes in the vertical transportation of the organic matter as a 

result of future climate variations will directly affect surface ocean carbon dioxide (CO2) 

concentrations, and subsequently influence oceanic uptake of atmospheric CO2 and climate. 

Here we present results of experiment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effects of ocean 

acidification and warming on the BCP. These perturb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enclosures (3,000L volumes) in a controlled mesocosm facility that mimicked future pCO2 

(~900 ppmv) and temperature (3°C higher than ambient) conditions. The elevated CO2 and 

temperature treatments disproportionately enhanced the ratio of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production to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production, whereas the total organic 

carbon (TOC) production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under all conditions tested. A greater 

partitioning of organic carbon into the DOC pool indicated a shift in the organic carbon flow 

from the particulate to dissolved forms, which may affect the major pathways involved 

inorganic carbon export and sequestration under future ocea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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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coastal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to future climate conditions: a 

mesocosm study

길1,5, 신경순1, 김자명2, 이기택2, 양은진3, 노재훈4
, 이우진1, 문창호5

1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2포항공과 학교

3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 연구소
4한국해양연구원 안산 본원

5부경 학교

The change of coastal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to the predicted ocean 

acidification and sea surface warming was studied using an outdoor mesocosm 

approach. The each enclosed mesocosm bag was filled with coastal waters from 

Jangmok bay in South Sea, Korea, and two sets of CO2 and temperature 

conditions (control: 380ppm, treatment I : 980ppm, treatment II: 980ppm and +3℃ 

warmer than control and treatment I) were set up. Nutrients (nitrate, phosphate 

and silicate) were added at the start of experiment for maintenance growing 

phytoplankton. For the first from 0 to 12 days, nutrient replete period, highest 

peak of phytoplankton biomass was observed in the treatment I when diatoms 

were predominated at over 95%. Afterwards the diatoms were decreased and 

dinoflagellates were increased in all conditions during nutrient depleted period. 

Response of observed phytoplankton species to the CO2 and temperature 

perturbation at each treatment was differed significantly. Diatom Skeletonema 

spp. showed positive growth in treatment I and II during nutrient replete period, 

but no significant growth observed during nutrient deplete period. Chaetoceros 

socialis showed positive growth in treatment I, but in treatment II, there are 

showed negative growth during nutrient deplete period. Dinoflagellate 

Gyrodinium spp. showed positive growth and Cerataulina dentata showed 

negative growth in treatment I and II during nutrient deplete period. Our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d CO2 and temperature could potentially influence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future coast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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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서무척추동물에 한 해양산성화의 향

오제 1,2, 유옥환1, 이원철2, 김동성1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양 학교 생명과학과

최근 기 으로 배출되는 CO2 양의 지속 인 증가와 더불어 해양의 용존 이산화탄소 증

가  해양 pH 감소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세계 으로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만 해양산성화에 따른 국내 해양 서무척추동물에 미치는 향 연구는 아직 미

흡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굴과 서성 요각류를 상으로 해양산성화 향 

실험을 수행하 다. 모래에 부착된 2∼5mm 크기의 개체굴 (Crassostrea gigas)과 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별 생존율 실험을 실시하 다. 이산

화탄소 농도 범 는 400 ( 조구), 700, 1000 ppm 이었으며, 수온은 20℃와 25℃ 다. 실험

은 폐 여과 시스템 수조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장기간 실험에서는 해수를 3∼4일 간격

으로 교환하 으며, 2일에 한 번씩 먹이를 공 하 다. 굴의 경우, pCO2 750 ppm 농도에서 

생존율은 20% 이하로 매우 낮았으나, 조구에서는 70% 이상 높았다. 한 pCO2 1,000 

ppm (pH = 7.756) 농도 실험에서 생존율은 조구 보다 10% 이상 낮았다. 조간 에서 채집

된 서성 요각류 군집을 48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 조구에서는 35% 그리고 1000 ppm 에

서는 30%의 생존율로 낮았지만, 서성 요각류 Tigriopus japonicus 단일종을 이용한 실험

에서는 조구에서 93%, 1000 ppm에서는 80%의 생존율로 10% 이상 차이를 보 다. 한 

서식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와 퇴 물을 함께 채취하여 형 배양용기에 담아 5일간 이루어진 

서성 요각류 실험의 경우, 조구에서는 21% 그리고 1000 ppm의 실험구에서는 11%의 생

존율로 조구와 실험구간 10%의 생존율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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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한 빈산소 수괴의 향

장민철, 신 호, 김 옥, 신경순

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여름철 부 양화된 해역에 주로 형성되는 빈산소수괴는 sea bed에 유독가스 발생과 산성화

된 환경을 조성한다. 이 연구는 sea bed에 존재하는 요각류의 난 부화율에 한 빈산소수괴의 

향을 평가하기 해 실시되었다. 요각류 난에 한 장(in situ) 부화율은 고안된 PET 

Chamber(Plankton Emergence Trap/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ET Chamber는 남해 

가막만의 빈산소해역(hypoxic zone)해역과 산소해역(normoxic zone)에 12일동안 설치하여 매

일 난 부화율을 조사하 다. 실험기간 동안, 빈산소해역에서의 산소농도는 1.5 mg L-1 미만을 

유지하 고, 반면에 산소해역은 3.7-6.6 mg L
-1

의 범 를 보 다. Sea bed의 pH는 빈산소해역

과 산소해역에서 각각 7.2와 7.6의 값을 나타냈다. Sea bed에서 요각류 난의 도는 산소해역

(41617 eggs m-2)에 비해 빈산소해역(314817 eggs m-2)에서 약 7.6배 높았다. 난 부화율은 빈

산소해역과 산소해역에서 각각 약 4%와 약 60%로 산소해역에서 월등히 높았다. 한, 산소해

역에 비해 빈산소해역에서 비정상 난의 비율이 높았다. 본 실험의 결과는 빈산소수괴가 요각류

의 군집  개체군 변동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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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Barcode of Life (KBOL) Database

      김 원(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세기는 바이오산업의 시대이며 여기에 이용되는 새로운 소재는 대부분 생

물종에서 나온다. 현재 지구상에는 1천만에서 3천만 이상의 종이 살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기록된 종수는 200만 종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오산업 발달의 최우선 과제는 하루 빨리 우리 주위의 생물 종을 새

롭게 발굴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는 생물

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분류학자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형태적 형질에 기초한 분류학으로는 생물종을 동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형태적 형질의 종내 변이, 자매종 또는 은둔종의 존재 등과 함께 특히 해양생물

의 경우, 유생, 어린개체, 작은 크기의 성체 동정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DNA 바코드 기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DNA 바코드 기법은 유전체 상의 특정부위의 매우 짧은 염기서열을 이용하

여 종의 동정과정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한 동정의 신뢰

도를 제공해주며 간단한 기법을 습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 동정을 할 수 있

도록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DNA바코드 기법은 동정을 원하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신뢰할 만한 공공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현

재 국제 생물 바코드 컨소시엄(CBOL, Consortium for the Barcode of Life)

에는 전 세계 43개국 13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생물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한 

국가차원의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한반도 주요 생물종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DNA 바코드 시스템 구축" 

과제를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지원했으며 그 결과 국가차원의 DNA 

바코드 데이터베이스인 Korea Barcode of Life (KBOL)가 개발되었다. 현재 

KBOL에는 한국 주요 생물 2100여종을 포함한 국내․외 18,457 DNA 바코드 

확보와 132 바코드 프로젝트가 수록되어 국내․외 연구원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시작된 KBOL이 더욱 효율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생물종, 특히 해양생물에 대한 

DNA 바코드 데이터를 국토해양부 기탁등록보존기관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나 별도의 사업을 통해 첨가되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Stichaeidae 및 Zoarcidae의 상위분류군에 대한 분자 연구

              

김진구, 권혁준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Stichaeidae(장갱이과)  Zoarcidae(등가치과) 어류는 Blennioidei아목(Gosline, 1968; 

Lindberg and Krasyukova, 1989) 는 Zoarcoidei아목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Nelson, 1984, 

1994, 2006). 학자마다 상 분류군에 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두 분류군이 형태

인 특징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두 분류군은 하 분류군에서

도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자계통학  연구가 매우 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Stichaeidae과의 일원인 Neozoarces속  Zoarcidae과의 일원인 Lycodes속을 상으로 한 

분자계통학  연구(Møller and Gravlund, 2003; Kartavtsev et al., 2009)  Stichaeidae과 어

류의 분자계통학  연구가 최근 수행되었다(Radchenko et al., 2010). 그러나, Stichaeidae과 

 Zoarcidae과 어류의 상 분류군에 한 포 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Stichaeidae과  Zoarcidae과 어류의 상 분류군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자 두 그룹에 

속하는 어류 일부종의 미토콘드리아 DNA의 COI 역을 상으로 비교, 분석된 결과를 소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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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바코드를 이용한 해양 동물

랑크톤 군집분석

김창배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서울 110-743

동물 랑크톤은 해양생태계의 요한 구성원으로 무척추동물의 유생시기, 어란, 무

척동물의 성체 등 매우 다양한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 수집된 동물 랑

크톤들을 형태 으로 크게 구별한 후에 자세한 종동정은 외부형태의 찰로 되어 

진다. 동물 랑크톤은 작고 몸체가 개 부드러워서 고정하여 리하기 쉽지 않으

며, 동정과 분류를 수행할 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 지구온난화, 해

양산성화 등 지구  환경변화로 인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격한 감소를 고려하면 

새로운 안 마련이 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한 수단으로 DNA 바코드

가 제시되어 있다. DNA 바코드는 표  유 체의 특정한 부분으로 이것의 염기서열 

정보를 종마다 발굴하고 비교하여 종동정과 종발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것을 활용하면 동물 랑크톤 군집의 종구성을 손쉽고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다. 이

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해역의 한 지 과 북극해역의 해양 동물 랑크톤 

군집분석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수집된 동물 랑크톤 환경시료로부터 DNA를 추

출하고 미토콘드리아 cytochrome oxidase I (COI) 유 자 부 를 universal primer 

등으로 PCR 증폭한 후에 유 자 클로닝하여 가능한 많은 클론들을 무작 로 염기

서열 분석하여 바코드 정보를 발굴하 다. 확보된 정보들을 NCBI BLAST 검색하

여 유의하게(>98%) 확인된 것들은 종동정하고, 그 지 않은 클론들은 molecular 

operational taxonomic units (MOTUs)로 지정하 다. 계통분석을 통해 종들과 

MOT들의 상호 치를 확인하 다. 이러한 환경바코드 결과들은 형태동정 결과와 

각 종별로 얻은 분류군별 DNA 바코드 결과와 비교하여 재확인하 다. 재 COI 

이외에 미토콘드리아 16S RNA 유 자와 리보솜 RNA의 ITS 부 의 염기서열 정

보를 발굴하여 COI 결과들을 보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 인 방법과 더

불어 해양 동물 랑크톤 군집분석을 한 요한 기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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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류 DNA 정보 발굴  바코딩

기장서 

(상명 학교 그린생명과학과)

미세조류는 지구 합성양의 40%정도 기여하는 하등식물로써, 수서생태계 탄소  에

지순환의 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에 약 20만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

까지 색소 성분과 형태  특성을 기반으로 종을 구분하여 왔다. 하지만 미세 조류는 세포 크기

가 매우 작고(5~100μm), 근연종간에 형태가 유사하여 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한 세

포의 형태는 환경조건이나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확한 분류를 해 많은 지식과 경험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자생물학  기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DNA 기

반의 분류학 인 방법( , RFLP, RAPD, DNA 핑커 린 , DNA 바코드, real-time PCR, 

DNA칩, NGS pyrosequencing)이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NGS 

pyrosequencing 기법(Roche's GS-FLX Titanium, Illumina’s GAllx and HiSeq200, Life 

Technology’s SOLiD)이 개발되어 난배양성 미세조류의 DNA 생물상 규명  이들의 유 자 

DNA 정보 발굴에 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NGS 기법을 이용하여 난배양성 미세조류로

부터 DNA정보를 발굴하고, 이들을 DNA 분류체계에 활용하기 한 다양한 housekeeping 유

자(Actin, tubulin, GAPDH, PCNA, COI, Cytb, rbcL 등)  유 자 내에 존재하는 특정 

역( , 18S rDNA V region, 28S rDNA D domain)의 특성을 분석하 다. 특히 우리나라 유해

조류 원인생물인 Alexandrium, Chattonella, Cochlodinium, Heterosigma, Microcystis, 

Peridinium 등을 상으로 DNA기반의 분류체계  세계  분포양상을 악하 다. 이들 미세

조류를 분자 으로 이용하기 한 유용한 DNA 바코드 역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방

한 양의 규조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기 해 최근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규조류 DNA 바

코드에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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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생물의 DNA 바코딩과 이를 이용한 해양 시료의 

종 별 가능성 분석

              

이윤호, 정다 , 이유철, 김성 , 김성, 배세진, 이택견
＋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

남해연구소)

다양한 미소생물로 구성된 해양 시료에서 각 각의 생물종을 별하기란 쉽지 않다. 미토콘드

리아 COI 유 자의 650여개 DNA염기서열로 이루어지는 DNA 바코드는 형태로써 식별이 

어려운 생물시료의 종 별에 유용하게 쓰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서식하는 주

요 해양생물의 DNA바코드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여러 종이 혼합된 해양 장

의 생물시료에서 각 종을 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재, 미세조류35종, 어류 

183종, 연체동물 60종, 지동물 28종, 극피동물 50종, 환형동물 25종을 포함하여 440여종의 

해양생물 DNA바코드가 분석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한국해양생물지리정보시스템(KOBIS)와 

한국해양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KOMBIS)에 수록되어 인터넷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된다. 네트로 채집된 해양 시료에 포함된 생물은 장시료의 DNA추출, PCR에 의한 

COI DNA증폭, 염기서열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비교 검색의 방법으로 종이 별되었다. 염기

서열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이고 해양 시료에 포함된 다수의 종을 장에서 악하기 

하여 올리고뉴클 오티드 기반의 DNA칩 방법과 종 특이 인 라이머를 이용하는 실시간 

PCR 방법의 용 가능성을 분석하 다. 여러 종의 게놈 DNA가 혼합된 시료를 만들어 각 

종의 별을 시도한 결과, 변성곡선 분석을 통해 양성 오류(false positive)를 구분할 수 있는 

실시간 PCR방법이 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개발된 다수의 시료를 동시에 여러 종

의 라이머로 분석하는 다  PCR 방법은 해양시료의 신속한 종 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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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ㆍ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운   해양환경 향조사 황

최 철

한국수자원공사 녹색에 지처

 우리나라에서의 골재 채취 황을 살펴보면, 비허가 부분을 제외하고 산림골재, 하천골재, 육

상골재, 바다골재 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략 10 ∼ 27% 수 을 유지하고 있

다1). 2004년 옹진 지역 바다모래 채취 단으로 인하여 바다골재가 일시 으로 10% 수 으

로 떨어진 도 있지만 체 으로 25% 정도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연안이 아닌 배타 경제

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는 남해EEZ에서 2001년 부산신항만(주)에서 통  욕지도 남동방 

50km 지 에서, 서해에서는 2004년 (유)동아모래에서 어청도 남서부 19km지 에서 정부로부

터 직  허가를 받아 채취를 시작하 다. 

 골재채취단지 제도는 2004년 옹진군 골재채취 단으로 수도권 골재 동이 발생하여 정부

에서 골재 수  안정 책의 일환으로 2004년말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도입하 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공공 부분이 골재 부존량조사, 해역이용 향평가, 허가  사후 리 등

을 일원화함으로서 개별 업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해양 환경훼손을 감하고 골

재의 체계 , 친환경  채취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서해 부 EEZ 골재채취단지(2007.12)  남해 

EEZ골재채취단지(2008.8)를 각 1개소씩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운 하고 있다. 

 골재채취단지 리자는 해양환경 리법에 따라 단지지정 에는 해역이용 향평가를 거치도

록 되어있으며, 단지 운    단지지정 해제 후 3년까지는 해양환경 향조사를 통하여 골

재채취로 인하여 해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주기는 분기 는 반기별 1

회이며, 조사항목은 법 으로는 해양환경기 이 정하여진 항목에 더하여 의과정에서 제시된 

항목으로 되어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해역이용 향평가를 수행한 항목에 하

여 동일한 내용으로 체계 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향조사를 해양환경 리법

에 의거 등록된 평가 행자에게 조사토록 하여 련 분야의 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운 에 실시하는 해양환경 향조사는 해양화학, 해양퇴

물, 부유생태계, 서생태계, 어류  수산자원, 어란자치어, 지형지질, 해양물리  부유사확

산 등으로, 사업시행 에 실시한 향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조사하여 골채채취 ㆍ ㆍ후 

 사업지구와 조구간 비교등을 통하여 하여 사업으로 인한 향을 비교ㆍ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Feedback하여 친환경  단지운 이 되도록 리하고 있다. 한 서해EEZ

골재채취단지의 기존사업지역에서 골재채취가 종료되었으나 이 지역에 해서도 사업종료 후 

3년간 동일한 조사내용으로 골재채취사업 ㆍ ㆍ후를 추 하여 골재채취 이후 회복 과정을 

조사ㆍ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인 해양환경 조사ㆍ 리를 통하여 골재채취단지 운 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국토해양부 통계자료(1988년 ∼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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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의 환경 향 조사: 해외 사례를 심으로

홍재상(인하 학교 해양학과)

해양에서의 모래채취는 기본 으로 바다 바닥의 기질 (모래나 펄 는 자갈)을 퍼 올리는 활동

이라는 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은 설(dredging)과 같다. 모래채취는 지름이 약 0.7-1m 

정도 되는 suction pipe를 바닥으로 내려 바닥의 모래를 바닷물과 함께 선상의 호퍼(hopper)로 퍼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모래는 침강하고 여분의 펄 물(물과 미세 부유퇴 물)은 바다로 흘러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그 향은 크게 채취 시 굴삭으로 인한 해 면의 변화(sediment 

plume / bed alteration / bathymetric changes)에 기인하는 서생태계에 미치는 향과 선상에서

의 여수 배출(sediment spill)에 기인하는 표 생태계의 변화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는 그 

향이 직 이면서 장기 이며, 상 으로 후자는 일시 이고 단기 이어서 부분의 향 평가

는 자에 이 맞춰져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물리  교란의 성격이나 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에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채취 방법 ① trailer suction hopper dredging, ② static suction hopper 

dredging 에 따라 향의 정도가 달라진다.  자는 배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하나 는 

두 개의 뒤로 향하는 이 를 통해 퇴 물의 상층부가 제거, 채취되는데 략 그 폭이 2-3m, 바

닥의 모래 깊이가 25-50㎝ 정도로 인다. 이 방법은 골재 자원이 표층에 있는 경우에 쓰인다. 후

자는 닻을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향하는 이  한 개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바닥에 원뿔 모양의 

흔 을 남기는데 그 깊이가 약 20m, 폭이 75m에 이른다 (ICES, 2003). 이 방법은 골재 자원이 깊

거나 는 공간 으로 제한 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상지역의 골재자원의 분포 패턴에 따라 

채취 방법도 다르고 미치는 향도 달라진다.  1990년  이후에는 정확한 채취 시간, 치  강

도를 악할 수 있는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MS) 장치를 모든 채취 선박에 달도록 의

무화하고 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채취 향조사는 부분의 경우 채취로 인한 해 면의 변화를 악하기 하여 Acoustic and 

video surveys를 바탕으로 하는 해  지형  퇴 상 변화와 생태계 향은 주로 서생물 군집 

(특히 형 서생물)의 시공간  분포와 향 회복에 조사의 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상 지역의 해양학  특성, 형 서생물, 트롤이나 드렛지를 이용한 형 서생물 등의 

조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해사채취는 해  퇴 물의 성질과 안정성을 변화시키고, 탁도 증가, 세립자의 재분포, 재부유 물질

의 plume 형성 등을 야기시켜 해  환경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 결국 해 의 기질과 생물을 제

거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붕괴시킨다. 채취 지역의 서생물 재 유(recolonization)는 채취 기간이 

단기 일 경우 생체량 복원과 함께 2-4년 정도로 비교  빠르게 나타나나, 채취가 장기간 계속 되

거나 심하게 이 진 곳에서는 회복 기간이 7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결론 으로, 해사채취가 생태

계에 미치는 향은 채취의 규모, 강도, 지속 기간, 상 해역의 해양학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며 아직까지도 완 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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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행 가 연안역의 서생태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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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2인하 학교 해양학과

  연안역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 사업에 필요

한 골재를 수 하기 해, 재 우리나라 연안역과 배타  경제수역(EEZ)에서 행해지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은 해양 생태계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응할 수 있

는 효율  환경 정책의 마련이 시 하나 이는 골재채취의 향에 한 객  이해와 정확한 

평가 결과에 기 해야 한다. 본 연구는 (1) 최근 10년 간 인천 경기만과 군산 그리고 남해 

EEZ 골재채취 해역 주변에서 행해진 형 서동물 군집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2) 이에 근거

하여 서생태계의 변화와 련된 생태학  정보와 향/회복 등에 한 진단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세 지역의 형 서동물 군집 연구에서는 공통 으로 조구-처리구의 실험 디자인을 용

하 으며, 군집의 생물학  패러미터(생물 다양성, 도, 생체량)와 species-abundance 

matrices를 활용한 배열분석(ordination analysis) 그리고 스트 스 여부를 지시하는 건강성 인

덱스(BPI, SEP, ISEP 등)를 용하 다. 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골재 채취의 향은 패러미

터와 배열분석 그리고 BPI를 제외한 건강성 인덱스에서 모두 찰되었다. 경기만과 남해 EEZ

의 비교에서 서동물의 회복 시기는 큰 차이(수 개월 vs. 수 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동식물 랑크톤과 달리, 서생태계는 골재채취로부터의 부정 인 향을 분명히 

받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회복 여부의 진단 역시 가능한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피해 산정

의 건이 되는 회복 기간은 기존의 사례와 비교, 검토해 볼 때 지역-특이 인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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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배타 경제수역(EEZ) 해사채취해역의 어류 군집 변화

손규희*, 한경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하 학교 해양과학과

  본 연구는 친환경 인 해사채취 리방안을 수립하기 해, 수년간 해사채취가 진행되었던 

남해 배타 경제수역(EEZ)의 어류 군집 변화를 조사하여 해사채취로 인한 향여부 평가를 

한 과학 인 기 자료 구축에 목 이 있다. 

  각 월별 비채취해역과 채취해역간의 출 개체수를 비교해 보면, 6월에는 비채취해역과 채취

해역에서 각각 5,821개체와 1,587개체가 출 하 으며, 8월에는 3,611개체와 2,618개체, 10월에

는 7,590개체와 3,819개체 그리고 12월에는 7,047개체와 2,349개체가 출 하여, 해사채취해역이 

비채취해역에 비하여 27.26%∼72.5%의 개체수의 감소를 보 다.

  이  상  우 종에 하여 해역 간의 월별 출 양상과 체장분포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출

 개체수에 있어서 상 종인 Caelorinchus multispinulosus, Doederleinia berycoides, 

Scorpaena onaria 등은 비채취지역과 채취지역에서 모두 출 하고 체장분포의 변화도 두 해역

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채집된 개체수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군집의 특성

은 부분의 종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해사채취해역이 주변해역과는 다른 환경변화를 나타

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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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운  랑크톤 

군집의 시공간  변화

               

송재윤1, 이인우2, 김선우2, 김재만2

(주)한국종합기술
1

, (주)에코션
2

서해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자원 확보를 하여 2008년부터 운 되어 왔으며, 2010년 3월 

치를 이 하여 재의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골재채취는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

계 변화, 수산자원의 변동, 지형에 향 등을 고려하여 연안 채취보다 배타 경제수역(EEZ)

에서 채취를 하고 있으며, 골재채취 리자를 통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골재채취  해

양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식물 랑크톤  원생동물 랑크톤, 후생동물 랑크톤의 시간  

변화와 공간  분포는 생태계의 유지에 있어 매우 요한 분야이다.

 해양에서 부유물질의 발생은 주변해역으로 확산되어 해수의 탁도를 높이고, 을 차단시

켜 식물 랑크톤의 생산력을 해시킬 수 있고, 높은 부유물질 농도는 섬모충류나 여과식자의 

섭식기작을 방해하여 상 으로 이용 가능한 먹이 농도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생동물 랑크톤의 성장률을 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골재채취에 지역 7개 정 을 선정하여 2010년 5월, 8월, 10월에 조사를 실시하

고, 식물 랑크톤과 원생동물 랑크톤의 군집 변화를 통해 골재채취의 향을 악하고자 

하 다.

 골재 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서 조사 결과, 2010년 골재채취 지역의 식물 랑크톤 

존량은 표층에서 50 ～ 407 cells/mL의 범 를 보 다. 식물 랑크톤의 변화로 골재채취 

지역과 골재채취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 

우 종 한 모든 조사 시기에 은편모조류(cryptomonads)로 동일하여 골재채취로 인한 향

은 찰되지 않았다. 원생동물 랑크톤의 경우 8월과 10월 조사에서 골재채취가 시행되지 않

은 지역에서 평균 존량이 골재채취 지역에 비해 약 70%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후생동물 랑크톤의 경우도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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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흑산도 남부해역 골재자원조사

민건홍, 최헌수, 박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부, *한국수자원공사, 녹색에 지처)

 소흑산도 남부해역의 104 구(280 km
2

)에 한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총 290 line-km에 달하는 

탄성 탐사와 20개 지 에 한 피스톤 코아시료 채취  100개 지 에 한 표층퇴 물 시료를 

채취하 다.

 탄성 탐사자료의 해석에 의하면 조사해역에 발달하고 있는 퇴 층은 4개의 단 퇴 층 ( 로부

터 I, II, III 그리고 IV)으로 나 어질 수 있으며, 이  하부에 놓이는 2개의 단  퇴 층 (III과 

IV)은 심도가 깊어 골재자원이 부존하더라도 골재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최상부에 놓이는 단 퇴 층 I은 홀로세 퇴 층으로 해석되고, 다시 2개의 소퇴 층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홀로세 기의 소퇴 층은 조사해역의 남부를 서북서-동남동으로 가로지르며 발달하

고 있는 사퇴이고, 홀로세 기의 소퇴 층은 조사해역의 지  (해 골짜기)에 발달하고 있는 

세립질 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해역의 해침 기에 사퇴가 발달하고 있는 지역은 만의 입구

에 치하고 있었으며, 세립질 퇴 물하부에 놓이는 고하천 퇴 층의 상부와 사퇴의 정부에 발달

하고 있는 모래 를 고려할 때, 강하여진 조류에 의해 이 에 발달하고 있던 고하천 모래가 약 

2,000년동안 선별·재동되어 사퇴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단 퇴 층 I의 아래에 놓이는 단 퇴

층 II는 산소동 원소 stage 2 혹은 stage 4시기에 하천에 의한 수로 퇴 층과 범람원 퇴 층으

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골재가 부존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단 퇴 층 I의 사퇴 소단 퇴 층과 단 퇴 층 II  수

로퇴 층의 발달상태를 악하여 골재채취가 가능한 모래의 층후도를 작성하 다. 상기의 모래층

은 홀로세 기  후기의 세립질 퇴 층 (황해남동부니 의 남쪽 끝부분)으로 부분 으로 피복되

어 있어 피복된 퇴 층의 두께가 4 m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층에 해 

매장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출한 결과 부존량은 3,749,200,000 m
3

이고 개발가능량은 3,179,100,000 m
3

이었다. 주상시료와 표층퇴 물의 입도분석, 화학분석  물성분석을 실시하여 조사해역의 모래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골재로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골재채취의 공 인 운 을 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데, 조사 해역은 4개의 유망한 골재

채취단지로 나  수 있으며, 각 단지의 매장량  개발가능량은 제Ⅰ부존유망단지의 경우 부존량

은 543,500,000 m3이고 개발가능량은 485,100,000 m3이며, 제 II 부존유망단지의 바다골재 부존량은 

486,800,000 m
3

이고 개발가능량은 429,800,000 m
3

이며, 제 III 부존유망단지의 바다골재 부존량은 

395,600,000 m3이고 개발가능량은 334,100,000 m3이며, 제 IV 부존유망단지의 바다골재 부존량은 

490,200,000 m3이고 개발가능량은 430,500,000 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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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해 지형변화조사 사례발표

김 도

(주)지오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내의 해양환경 향조사의 일환으로 해 지형조사, 해 면 측사

조사를 실시하여 채취로 인한 해  지질  지형 등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환경친화  

단지 리를 하여 그 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과업 수행 조사 치는 경상남도 통 시 욕지도 남동쪽 50km 지 인 남해 EEZ로 1차

년도(2010년 6월) 조사시에는 북  34° 10′ ∼ 34° 11′, 동경 128° 20′ ∼ 128° 23′의 

골재단지(4E, 4G)를 포함하는 구와 이 구에서 동서남북으로 인 하고 있는 2개 구

씩 이격한 총 35개 구이며, 2차년도(2010년 12월)조사시에는 북  34° 10′ ∼ 34° 13′, 

동경 128° 22′ ∼ 128° 26′로써 골재채취 구(3H, 3I)를 포함하는 구와 이 구에서 

동서남북으로 인 하고 있는 1개 구씩 이격한 해역으로써 총 12개 구를 조사하 다.

  해 지형조사에서는 단일빔  다 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해 지형을 악하 으

며, 이  결과 자료와 비교하여 지형변화를 분석하 다. 해 면 측사조사에서는 고해상도

의 해 면 상자료를 취득하여 표층퇴 물의 퇴 상 특성과 퇴 물들의 분포 경계면을 

악하고 지형․지질변화를 분석하 다. 

  조사해역의 수심은 체 으로 최소 70m에서 최  100m의 범 를 가지며, 골재채취 구

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해 지형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골재채취 깊이는 주변지역보

다 약 3∼10m 정도 깊이로 나타나고, 채취 구 역에 산발 으로 채취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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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해역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퇴 물의 화학조성 변화

양재삼, 정용훈, 송수진(군산 학교 해양학과)

  남해 EEZ 해역에서 골재채취는 항만건설 등에 소요되는 바다골재의 안정 인 공 을 해 

2008년부터 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골재채취가 퇴 물의 화학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해 2009년부터 총 4회의 조사를 수행하여 과거자료와 비교하 다. 퇴 물 

분석은 입도, 강열감량, TOC, 속류에 해 수행하 다. 조사기간 동안 평균 입도는 과거와 

유사한 범 를 보 고, 속들의 농도는 NOAA에서 권고한 수치보다 낮은 농도를 보 다. 

반면, 골재채취구역과 조구역에서 일부항목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골재채취구역과 조구역의 본질 인 입도차이에 의해 나타난 상으

로 단된다. 결론 으로 재까지는 골재채취로 인한 퇴 물의 화학조성 변화는 뚜렷하지 않

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인 변화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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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빈 천해어류의 종조성 변화 

              

이정훈, 권순열, 황학빈, 이태원

충남대학교 해양학과

액상 유류 향을 직  받은 만리포 해빈에서는 2008년부터, 향이 었던 굴 포

( 조구) 해빈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월 지인망(길이 20 m x 높이 1.5 m, 

당긴 망목 10 mm)으로 어류를 채집하여 종조성 변화를 분석하 다. 유류오염 초기인 

2008년 만리포 해빈 천해에서 21종의 어류밖에 채집되지 않았으나, 2009년 31종, 2010년 

36종으로 증가하였다. 채집어종 가운데 가숭어, 조피볼락, 복섬, 넙치와 문치가자미가 조사

기간 중 우점하였다. 출현종수와 같이 개체수, 생물량 및 종다양성지수는 2008년 6월까지

는 낮았으나 그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2010년에는 동계와 춘계의 저수온 영향으로 다소 낮았으나, 하계부터는 2009년과 같은 

계절 변화 양상이 보였다. 대조구인 굴혈포의 2009년과 2010년 어류 종조성은 만리포와 

유사한 계절변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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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모래 해변 조간  형 서동물 변화

유옥환
1
⋅이형곤

1
⋅박흥식

2

(한국해양연구원 
1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

해양과학국제 력센터)

   헤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이후 모래 해변 조간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그

리고 군집변화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조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유류

오염의 향을 많은 받은 신두리와 만리포(이하 유류오염 지역) 그리고 상 으로 유류오염 

여향이 은 연포와 몽산포(이하 조구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유류오염 지역에서의 형 서

동물 종 조성(종수, 도, 생체량)은 유류오염 1년 이후부터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종 다양도 지수는 유류오염 기에 감소한 후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한 종수

와 종 다양도는 조구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낮았으나, 도와 생체량은 조구 지역에 비

해 상 으로 증감 폭이 컸다. 사고 이  자료와 비교한 결과, 유류 오염 지역에서의 종수와 종 

다양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조구 지역과 비교해서 약 1.5 - 2배 이상 게 나타나, 유류 향이 지

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지만 형 서동물의 개체수는 격히 증가하여 2009년 10월 

이후부터 조구 보다 더 높았다. 이는 유류오염이후 특정 종인 꼬마돌살이조개(Felaniella 

sowerbyi)와 서해비단고둥 등이 극 우 한 향으로, 조간  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유류오

염 지역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는 2009년 1월에 조구 지역과 비슷하 지만, 4월 이후에는 

조구 지역과 차이가 나타났다. 유류오염 지역 내의 신두리와 만리포 지역에서는 2009년 10

월 이후 서로 다른 군집구조로 바 었으나, 2010년 7월 비슷한 군집구조를 보 다. 군집구조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퇴 물의 입도와 유기물 함량 등의 퇴 환경 이었다. 본 조사 기간 

동안 가장 우 한 꼬마돌살이조개는 조구 지역에서 거의 출 하지 않았다. 과거 유류오염지

역인 신두리에서 우 했던 단각류 Mandibulophoxus mai와 낭게(Scopimera globosa)는 유

류오염 이후 매우 낮은 도를 보이고 있었고, 서해비단고둥, 꼬마돌살이조개, 모래무지 새우

류, 다모류 Armandia lanceolata 등은 유류오염 이 의 개체수와 비교했을 때 특정시기에 높

게 나타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지속 인 종 변화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서론

 2007년 12월 태안군 연안에서 발생한 헤베이스피리트 유류사고로 인하여 많은 양의 원

유가 조류를 따라 연안으로 려와 조간 에 쌓 으며, 지역 으로 조석에 따라 하부조간

에서 상부조간 까지 다양하게 원유가 포착되었다. 유류 오염 이후 인 방제작업을 실

시하여 사고 8개월 이후에는 부분의 조간 에서 시각 으로 유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퇴 물 내 총석유계탄화수소(TPH)는 100 ppb 미만의 낮은 값을 보 다 그러나 방제작업이 

어려운 일부 조간 에서는 TPH가 5배 이상의 높은 값을 보 다(국토해양부, 2009).

 허베이시피리트 유류사고 1개월 이후부터 모래조간 에서 유류오염에 따른 형 서동물 

향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국토해양부, 2009). 유류오염에 의한 직 인 향을 받은 신두

리와 만리포 모래조간 에서의 형 서동물의 종수와 도 그리고 생체량은 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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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지역에 비해 최  4배 이상 감소하 으며,  군집구조도 유류오염 10개월 이후 까지 불 

완정한 상태를 유지하 다. 특히 조간  상부에서의 형 서동물 종의 감소가 컸으며, 유류 

오염 이후의 회복도 히 느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허베이시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이후 3년 동안 유류오염의 향을 

직 으로 받은 지역과 받지 않는 모래조간 에서의 형 서동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

류오염 이후 형 서동물의 종 조성  군집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

 2. 재료  방법

 유류오염 직후 2008년 1월부터 계 별로 모래조간  형 서동물을 채집하 다. 조사 지

역은 유류 오염의 향을 심하게 받았던 지역(신두리, 만리포, 이하 유류오염 지역)과 향이 

거의 없었던 지역(연포, 몽산포, 이하 조구 지역)으로 구분하 다. 형 서동물 채집은 각 

지역에서 해안선과 수직으로 조사 정선을 설정하여, 조간 의 비에 따라 50-250m 간격으로 

1개 지역 당 6개의 정 에서 캔코아(0.025m
2

)를 이용하여 채집 면 이 0.1m
2

(4회 반복)이 되

게 하 으며, 이를 3회 반복하여 총 채집면 인 0.3m2이 되게 하 다. 형 서동물은 장에

서 체(망목크기: 1mm)로 거른 후, 바로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조사지역의 서환경 

악을 해 퇴  표층 3 cm 깊이 이하의 퇴 물온도를 측정하 으며, 퇴 물의 입도, 총유

기탄소(TOC), 유분 함량을 분석하기 한 퇴 물을 채취한 후, 분석 까지 냉동 보 하 다. 

3. 결과  토의

   유류오염 이후, 유류오염지역에서는 형 서동물의 종수와 도가 격히 감소하 다. 유

류오염지역에서의 종수는 오염 후 1년(2009년) 동안 평균 23종이 출 하 으며, 2010년에는 

평균 33종으로 2009년에 비해 1.4배가 증가하 다. 그러나 조구 지역과 비교했을 경우, 2009

년도 이후부터 약 1.4 - 2.3배의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났다(Fig. 1). 2009년 4월 이후부터 유

류오염지역에서의 형 서동물의 도는 조구 지역보다 증가하 으며, 2009년 10월에는 

조구 지역과 3배 이상 차이를 보 다. 2010년의 경우에는 조구 지역과 비교해서 유류오염지

역에서의 도가 약 1.4배 높았다. 이와 같이 유류오염지역에서의 높은 도는 특정 종의 극 

우 에 의한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 서동물의 생체량은, 2010년 1월 신두리에서 

313.2 g/m
2

로 2008년 1월에 비해 3.1배 증가하 으며, 만리포에서도 약 5.2배 증가하 다. 

Fig. 1. Number of species, density, biomass and diversity of macrofauna 

at each sampling site. 



2010년 10월 경우, 신두리와 만리포 지역에서의 생체량은 2009년 9월 비해 각각 1.8배, 5배 이

상 감소하 다 (Fig. 1). 형 서동물의 종 다양도 지수는 유류오염지역인 신두리와 만리포에

서 2010년 1월 각각 1.74와 1.24로 2009년 1월에 비해 높았고, 시기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조구지역인 연포와 몽산포에서의 종 다양도 지수와 비교했을 경우

에는 2010년 7월까지 약 2배 이상 낮았다. 조사기간 동안 만리포에서의 종 다양도 지수는 다

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류오염지역인 만리포에서의 형 서동물 군집구조는 유류오염 이후 조사기간 동안 다

른 지역과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2009년 4월과 7월 그리고 2010년 7월에 신두리 지역과 비슷

한 군집구조를 보 다. 이와 같은 군집구조 변동은 유류오염지역에서의 꼬마돌살이조개와 서

해비단고둥 등의 출 으로 인한 연체동물의 종조성에 의한 차이로 여겨진다 (Fig. 2).

Fig. 2. Clustering analysis of macrofauna. Broken line indicates a same 

group (SIMPROF test, P < 0.05).

 

   유류오염 이후 꼬마돌살이조개(Felaniella sowerbyi)는 유류오염지역인 신두리 지역과 만

리포 지역에서만 출 하 고, 두 지역에서 2009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하 으나 2009년 9

월 이후 두 지역에서 증가하 다(Fig. 3). 서해비단고둥(Umbonium thomasi)은 신두리 지역에

서만 유류오염 이후 낮은 값을 보 으며, 2009년 10월에 800 ind./m2 이상으로 격히 증가하

다. 단각류  한꼬리모래 새우(Haustorioides indivisus)는 연포지역에서 우 한 종으로, 

유류오염지역인 신두리에서는 거의 출 하지 않았으나, 만리포에서는 2010년 10월에 558 

ind./m2로 극 우 하 다. 모래무지 새우류(Euhaustorius spinigerus)는 몽산포 지역에서 우

한 종으로, 유류오염지역인 신두리에서 2010년 1월 이후 증가하여, 약 200 ind./m
2 

이상의 

높은 값을 유지하 다. 넓 다리모래 새우류(Urothoe grimaldii japonica)는 조사 기간 동안 

신두리 지역에서 2010년 1월에  442 ind./m2로 극 우 하 다. 신두리 지역에서 우 종 가운

데 단각류  Mandibulophoxus mai와 낭게(Scopimera globosa)는 유류오염 이 에 비해 개

체수는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서해비단고둥, 꼬마돌살이조개, 모래무지 새우

류, 다모류 Armandia lanceolata 등은 유류오염 이 의 개체수와 비교했을 때 특정시기에 높

게 나타났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지속 인 개체수 변화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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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Seasonal variation of dominant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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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호 원유 유출에 따른 환경 감시

              

김문구, 임운 , 정지 , 하성용, 안 건, 심원
*

한국해양연구원 유류‧유해물질연구단

2007년 12월 Hebei Spirit호 원유유출 사고로 인하여 태안반도 해안선이 두꺼운 기름층으

로 오염되었으며, 충청남도와 라도 해안  도서 등 서해안 지역에 에멀젼 는 타르화

된 기름이 범 하게 유입되었다. 원유 유출에 따른 해양환경 향을 악하기 하여 

사고 4일 후부터 해수, 퇴 물, 공극수, 생물 내 잔류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총석유계탄화수소(TPH)를 분석하 으며, 잔존하는 유류성분의 해성 여부를 평가하

다. 상 매질과 시 에 따라 월별, 계 별, 는 반기별 조사를 실시하 다. 사고 직후 

부분의 정 에서 원유 유출에 따른 향이 뚜렷이 찰되었으며, 유류의 유입 정도에 

따라 공간 으로 큰 차이를 보 다. 이후 방제  자연정화 작용에 의해서 각 매질별 잔

류 유류오염 수 은 지속 으로 감소하 다. 2011년 1월 재 부분의 정 에서 배경농

도 수 의 오염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사고 후 3년이 경과된 시 에도 유류유출 사고에 의

한 직 인 향이 일부 정 에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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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 유류유출 후 태안 학암포와 꽃지에 

서식하는 단각류 Haustorioides koreanus의 생활사 

비교 

              

김지연, 김 배, 오택 , 마채우, 정윤환*, 박흥식*

순천향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한국해양연구원*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Hebei Spirit호의 유류 유출이 단각류 Haustorioides 

koreanus의 기  생활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실험구인 학암포와 조구인 꽃

지 조간 에서 단각류의 도(inds./㎡)와 개체군 조사를 실시하 다. 단각류 H. 

koreanus의 분포는 학암포와 꽃지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계 별로 조사하

으며 개체군 조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까지 매월 실시하 다. 단각류 H. 

koreanus의 개체군 조사는 월별 암컷과 수컷 그리고 포란한 암컷의 출  비율을 구하

으며 장, 생체량 그리고 건 량을 측정하 고 장별 출 빈도, 포란한 암컷의 생식력 

평가 등을 실시하 다.   

 단각류 H. koreanus의 계 별 도(inds./㎡)는 학암포에서 92 inds./㎡, 꽃지에서 776 

inds./㎡ 로 유류 유출 지역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꽃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지

역은 일반 인 갑각류의 성비 출 율과 같이 두 정  모두 암컷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

히 학암포의 경우 단각류 H. koreanus가 매월 출 하지는 않아 이들의 이동이 많은 것으

로 보이며, 꽃지는 학암포와 비교하여 비교  안정 인 환경으로 생각된다. 포란한 암컷

의 출 은 꽃지에서 4, 5월 그리고 9월에 나타났으나, 학암포에서는 7월과 9월에 나타나 

꽃지보다 학암포에 서식하는 암컷의 포란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각류 

H. koreanus의 성장은 학암포보다 꽃지에서 포란한 암컷의 장이 평균 1 mm 더 크게 

측정되었고, 포란 수 한 꽃지가 더 많아 학암포에 서식하는 단각류 H. koreanus의 성

장이 반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각류의 경우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며 유류오염 발생 시 군집의 회복 속도가 느린 으로 보아  Hebei Spirit호의 유류유출

이 단각류 군집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환경 요인의 분석과 지속 인 개체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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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오염이 형 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 연구

 Study of oil-spill affected intertidal meiobenthic 
community in Tae-an(Yellow Sea), Korea.

              

강태욱1,이희갑1,오제 1,민원기2,노 수2,김동성1

한국해양연구원1,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2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로 만리포, 신두리 등의 태안 부분 해역이 유출된 유류로 뒤덮 다. 지 까지 유류로 인

한 해양 오염에 한 연구는 형 서동물에 미치는 향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형 서동

물에 미치는 향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유류 오염이 형 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일반 으로 형 서동물은 해양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자연 상태

와 인 인 향을 비교하여 생태학  특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동물로 생각되어지고, 환경

지표 생물로 합하게 여겨지고 있다(Coull, B.C. and G.T. Chandler 1992; Sandulli and de 

Nicola 1990). 

 이번 연구는 허베이 스피릿호에 의해 일어난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하여 오염된 조간  사질

(신두리, 만리포, 몽산포 해역)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 군집 변화를 악하고, 유류 농도 구

배에 따른 형 서동물 군집의 단기 변동에 하여 알아보았다. 신두리와 연포 조간  상부는 

사고 직후 서식 도  생체량 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리포 조간  상부는 사고 직후 

감하여 1년 이후에도 매우 낮은 서식 도를 보이다가, 사고 2년 후인 2010년 철에 다른 지역

과 마찬가지로 증가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조간  부의 경우, 만리포 정 에서만 사

고 직후 서식 도와 생체량 감이 나타났다. 조간  하부의 경우, 만리포 정 에서의 서식

도와 생체량 값은 사고 후 6개월간 낮은 값을 보이다가 6개월 후에는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

한 값을 보 다. 사고 후 만리포 조간  하부정 에서 우 한 선충류 종조성을 비교한 결과 최

우 종은 Chromadora sp., THORACOSTOMOPSIDAE　 sp. 순으로 동일하 으나, 그 이하의 

종 조성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 다. 유류 오염 농도구배에 따른 형 서동물 단기 인 

반응성을 분석하기 한 실험을 수행하고, 약 1개월간 시료를 채집하 다. 유류 유출 직후 서

식 도가 감하고, 유류 유출 4일 후부터 서서히 서식 도와 출 분류군 수가 증가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Coull, B.C. & G.T. Chandler,  Pollution and meiofauna: Field, laboratory and mesocosm studies, Annual 

Review of Oceanography & Marine Biology., Vol.30, pp.191-271, 1992.

Sandulli, R. and M. de Nicola, Pollution effects on the structure of meiofauna communities in the bay of 

Naples, Mar. Pollut. Bull., Vol.(21), pp144-153, 1990.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010년 Hebei spirit 유류유출 지역에 서식하는 참굴 

Crassostrea gigas의 건강도 평가

              

홍 기1, 박아름이1, 강창근2, 박흥식3, 심원 4, 최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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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과 담치 등의 해산이매패류는 고착성으로 활동범 가 제한 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이들의 조직세포나 생리에 잘 반 하기 때문에 일정 지역의 환경오염 연구에 좋은 지표 

종으로 리 사용된다. 이 연구는 Hebei spirit 유류오염 지역인 태안 구례포에 서식하는 자연산 

참굴의 건강도를 평가하기 하여 2010년 4월부터 매달 30개체씩 채집하여 생리·생화학  기

작변화, 번식주기  면역력을 조사하 다. 유류오염의 향을 비교하기 하여 비오염지역인 

인천 종 의 참굴을 조군으로 선정하 다. 참굴의 패각 내 부피에 한 조직 건 량의 비로 

비만도를 측정하고 조직학  찰을 통해 번식주기를 규명하 다. 참굴의 체조성분을 분석하

고 소화맹낭 축도 (digestive tubule atrophy)를 측정하여 양학  상태를 조사하 다. 참굴

의 면역력을 측정하기 하여 2010년 6월과 2011년 1월의 두 차례에 걸쳐, 지역 당 30개체의 

구 구조특성, 총 구 수, 구 사망률, 식세포율  활성산소 발생량을 조사하 다. 비오염

지역인 종 의 참굴은 5월까지 생식세포가 발달하여 6월에  개체가 완숙한 후, 7월부터 10

월까지 산란을 하 다. 반면에 오염지역인 구례포의 참굴은 종 의 참굴보다 약 1 개월이 늦

은 6월까지 생식세포가 발달하 으며, 산란도 약 1 개월이 늦은 8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이루어졌다. 비만도, 소화맹낭 축도  단백질 함량은 두 지역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주요 에 지 장원인 탄수화물 함량은 구례포 참굴의 경우 산란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 향후 참굴의 성장  번식 등에 필요한 충분한 에 지 공 을 못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굴의 구 면역력은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 간의 유의  차이는 없었

으나, 오염지역인 구례포 참굴이 은 구 수, 높은 구 사망률, 낮은 식세포율과 활성산소 

발생량 등의 상 으로 면역력이 낮았다. 이는 가장 주된 면역작용을 하는 과립구 

(granulocyte)의 수가 구례포 참굴에서 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참굴의 종합 인 건강도 

평가 결과, 2010년 구례포에 서식하는 자연산 참굴은 유류오염의 향으로 번식활동 지연, 에

지원 회복 지연  면역력 하되어 완 한 회복을 못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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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 유류유출 지역에 서식하는 

울타리고둥 (Monodonta labio)의 

생리와 번식학  연구

박아름이1, 홍 기1, 강창근2, 박흥식3, 심원 4, 최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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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국제 력센터, 4한국해양연구원 

남해특성연구부

복족류는 운동성과 이동이 어, 일정 지역의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종으

로써 활용가능성이 높다. 울타리고둥 (Monodonta labio)은 원시복족목 밤고둥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며 우리나라 조간 의 바 나 자갈이 많은 곳에 서식한다. 2007

년 12월 7일 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후 인근 해안은 유류물질들로 오염이 되

어 조간 의 생태계에 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는 Hebei spirit 유류유출이 일어

난 태안 지역에 서식하는 울타리고둥의 생리와 번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된 울타리고둥 (M. labio)은 2010년 4월부터 매달 유류 오염지

역인 태안 구례포에서 30개체씩 채집하여  각고, 각장, 량  육 량을 측정하

다. 유류오염의 향을 비교하기 하여 비 오염지역인 인천 종 을 조 지역으

로 선정하 다. 고둥의 비만도 (condition index)는 패각무게에 한 육 량의 비로 

나타내었다. 생식소 찰을 해 생식소 부분을 단하여 Davidson's solution에 고

정한 후, 고정된 조직은 알코올로 탈수한 뒤 라핀으로 포매 하 다. 포매된 조직

은 6㎛ 두께로 편하여 Hematoxylin과 Eosin Y로 비교 염색하 다. 생식소 발달 

단계는 분열증식기 (multiplication), 성장기 (growing), 성숙기 (mature), 산란기 

(spent)  회복기 (resting)의 5단계로 나 어 두 지역을 비교하 다. 울타리고둥의 

반 인 생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만도는 구례포가 종 보다 매달 1.3-1.6배 낮았

다. 구례포 고둥은 종  고둥에 비해 생식소의 분열증식기와 성장기가 최  3개월

까지 지연되었으며, 산란시기도 2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종  고둥은 4월에 분열증

식하고 5월 성장기를 거쳐 6월에 90% 개체가 성숙하 다. 반면에 구례포 고둥은 6

월까지도 50%이상의 개체가 분열증식하여 8월까지 성장한 후, 종  고둥보다 한달 

늦은 7월에 성숙기에 어들었다. 그리고 종  고둥의 산란기는 7월부터 시작되는 

반면에 구례포 고둥은 9월부터 산란기가 시작되었다. 두 지역의 고둥은 모두 10월

에 회복기를 거쳐 11월에 다시 분열증식을 시작하 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유류 오

염지역의 환경오염 변화 측정에 울타리 고둥이 유용한 생물지표종으로써의 이용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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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ei Spirit호 유류유출이 암반 조간  형 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

              

정윤환1, 윤건탁1, 김태훈2, 이형곤1, 박흥식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국제 력센터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t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 이후,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

지  태안지역 암반 조간  에 피해가 심했던 2개 지역(구례포, 도리)과 상 으로 

피해가 미약했던 2개 지역(연포, 몽산포)을 조구로 선정하여, 유류 피해 이후 계 별로 

형 서동물의 분포 특성과 변화 양상을 찰하 다. 각 조사지역에서는 한 개의 정선

(Transect)에서 조 별 3개 정 (상, , 하)을 선정하 고 정 별로 방형구(25X25cm)내

의 부착생물을 2회씩 정량 채집하여 분석하 다.

 유류 오염 피해가 심각했던 구례포 암반 조간 에서는 기 이동성인 복족류와 고착성

인 이매패류의 이탈과 사망으로 인해 약 16개월 동안 지속 으로 출  종수가 감소하

지만, 2010년부터 계 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제 강도가 구례포에 

비해 상 으로 강하게 이루어진 도리에서는 반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방제에 의해 탈락되었던 일부 이동성 종들의 재가입과 조간  하부에서 다모류의 증가에 

의한 결과이다. 조구인 연포에서는 장기간 안정 인 서생물 군집이 지속되는 극상

(climax)의 상태가 유지되어 종수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몽산포에서 

출  종수는 규칙 으로 계 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으로 유류 오염이 상 으로 심각했

던 지역들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례포와 도리에서 서식 도는 약 1년 동안 감소한 

이후 차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조구인 연포와 몽산포에 비해 히 낮은 서식 도를 

보이고 있다. 한, 연포와 몽산포에서 서식 도는 뚜렷한 계  변화를 보이지만, 구례포

와 도리에서는 불규칙한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유류 유출 사고 이후 구례포와 도리가 유사한 군집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연포, 몽산

포와는 상이한 군집구조를 나타냈다. 최근(2010년)에도 상이한 군집 구조를 나타내지만, 

사고 기에 비해 유류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들과 상 으로 오염의 정도가 낮은 조

구 지역들과의 군집 유사도가 차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형종들과 부착성 종

들은 유류 피해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도 낮은 서식 도를 유지하고 있어 유

류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지 도 사고 이 의 생태계 수 으로 회복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 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일한 조 의 자연 암반에 부착한 형

서동물상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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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 activity and energy storage cycle of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inarum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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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variations in condition, biochemical composition, and reproductive 

activity of the Manila clam, Ruditapes philipinarum, were investigated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t Malipo beach in the west coast of Korea and compared 

to those at a neighboring control site (unoiled Mongsanpo beach) from August 2009 

to October 2010.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nvironmental condition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food availability) was found between the beaches. At 

Mongsanpo beach, condition, dry tissue weight, and gross weights of biochemical 

components (protein, carbohydrate, glycogen, and lipid) of a standard animal displayed 

a clear seasonal pattern. All the biometric components remained at low levels during 

the autumn-winter period but increased abruptly throughout the spring,  peaking in 

July 2010 and followed by a rapid drop in August. In contrast, at Malipo beach, no 

seasonal fluctuations in the biometric components were detected throughout the study 

period. Absolute values of all the components were much higher at Mongsanpo beach 

than  at Malipo beach. Histological observation showed a clear seasonal cycle in 

gametogenic development, gonadal maturity index (GMI) peaking in summer in both 

beaches. However, when quantified using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gross egg weight of a standard animal was much higher at Mongsanpo 

beach than at Malipo beach in June－July. In addition, the egg weight peaked in 

different months between the beaches (July and August at Mongsanpo and Malipo 

beaches, respectively), indicating about 1-month delayed spawning at Malipo beach. 

Finally, between-site differences in growth, physiological state, and gametogenic cycle 

of the calms in our dataset clearly indicate an interference by oil exposure in 

phenology of the clams at Malipo beach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ood web structure of macrotidal sandflats: 

stable isotope analyses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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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ude oil of about 10,900 M/T by the accident of the oil tanker MV Hebei 

Spirit was released in the coast of Taean peninsula, Korea. 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e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oil spill on the food 

web structure of macrotidal sandflats. Macroinvertebrates, fish, and their potential 

food sources were collected in a spillage area (Malipo beach) and a control area 

(Mongsanpo beach) between July 2009 and April 2010.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δ
13

C and δ
15

N values of main primary producers between the two 

beaches. However, they were isotopically separated: phytoplankton, −20.3 ± 1.1‰ and 

7.4 ± 1.2 for δ
13

C and δ
15

N; microphytobenthos, −15.9 ± 0.8‰ and 6.4 ± 0.8‰; 

macroalgae, −13.2 ± 2.2‰ and 6.1 ± 1.0‰, respectively). δ
13

C and δ
15

N values of 

consumers were also very similar between the beaches. The consumer isotope values 

varied considerably among functional feeding groups. δ
13

C range (−21.0 ± 0.6‰ to −

12.9 ± 0.3‰) of consumers was as wide as that of pelagic and benthic sources, 

indicating their nutritional dependance on organic matter derived from both sources. 

Suspension feeders had more negative δ
13

C values (range: −21.0 ± 0.4‰ to −18.2 ± 

0.2‰) than those (−18.0 ± 0.5‰ to −12.9 ± 0.3‰) of animals of other feeding 

guild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suspension feeders utilize mainly pelagic 

production (mainly phytoplankton) as their ultimate nutritional sources, animals of 

other feeding guilds have high dependence on benthic production (microphytonbenthos 

and macroalgae). A wide rage (7.4 ± 0.4‰ to 16.5 ± 0.2‰) in δ15N of the consumers 

indicates a stepwise enrichment  with increasing trophic level. An ambiguity in δ
15

N 

between feeding guilds indicates a high complexity and omnivory in the consumer 

feeding of both beaches. Finally, our isotopic dataset suggests that the spillage beach 

has similar trophic structure (i.e. ultimate food source and trophic level) to that of 

the control beach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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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reproductive activity, and biochemical 

composition of an epifaunal suspension feeder 

Crassostrea gigas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the west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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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reproductive activity, and biochemical composition, of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were monitored during a 16-month period (from August 2009 to 

October 2010) a year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t Malipo beach in the west coast of 

Korea. Seasonal cycles of the biometric components of the oyster were compared to those 

at a neighboring control site (unoiled Mongsanpo beach)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oil 

spill on phenology of an epifaunal suspension-feeding bivalv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variables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food indices) between the two 

beaches. At Mongsanpo beach, dry tissue weight of a standard animal remained at low 

levels in late summer and increased gradually throughout the autumn−winter period, 

peaking in spring, when protein and carbohydrate reserves were at highest levels, and 

followed by an abrupt decline throughout the summer. In contrast, although dry tissue 

weight (and also protein) of a standard animal recorded a weak peak in July, no 

pronounced seasonal fluctuation was found at Malipo beach. Maximal absolute values of 

all the biometric components at Malipo beach did not exceed the winter values at 

Mongsanpo beach. Histological observation showed a clear seasonal cycle in gametogenic 

development, gonadal maturity index (GMI) peaking in summer in both beaches. However, 

when quantified using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gross egg weight 

of a standard animal was much higher at Mongsanpo beach than at Malipo beach in June

－July. The egg weight peaked in June at Mongsanpo beach and in July 1-month later at 

Malipo beach. Drop of the egg weight in July at both beaches showed spawning of the 

oysters happened during that time at both beaches. Our overall dataset displayed that, 

despite a similarity in environmental condition, seasonal cycles in the biometric 

components of the oysters are quite different between the beaches. Finally, dissimilarities 

in condition, energy storage, and reproductive activity of the oysters between the beaches 

are likely to reflect the effects of the oil spillage on phenology of the epifaunal 

suspension feeder a year after the oil spill at Malipo beac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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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인근해역 유류 출사고 이후 3년간의 

랑크톤 군집변화

이재 , 송혜 , 박 철

충남 학교 해양학과

  2007년 12월 태안반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릿호의 유류 유출사고 이후, 이 사

고로 인한 해양생태계 향을 동․식물 랑크톤의 군집변화를 통해 악하고자 하 다. 사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년간 계 별 장 채집을 실시하 다. 식물 랑크

톤은 속(genus) 수 까지 분류하고 동물 랑크톤은 가능한 종 수 까지 분류하여 주요 우  

분류군의 변화, 개체수의 증감 등을 악하 다.

  식물 랑크톤의 경우 겨울철에는 규조류 속인 Melosira, Cosinodiscus가 72% 이상 유하

으며, 철에는 와편모조류 속인 Protoperidium, Prorocentrum가 40～70% 차지하 다. 

여름철에는 철과 유사하나 황녹조류인 Dictyocha spp. 출 이 높았으며, 가을철에는 다시 

규조류가 70% 이상 우 하 다. 사계 을 합하여 연간 출 하는 종류의 수는 사고 직후인 

2008년에 17개 분류군으로 가장 은 종류이었는데, 이들은 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23개, 

2010년에는 30개 분류군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양상은 사고 해역이 사고 향으로부터 

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단하게 한다.

  동물 랑크톤의 경우는 겨울철이 지나 철에 어들면서부터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

고 여름철에 가장 높은 풍조들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 형 인 계 양상을 보 다. 계 별로

는 겨울과 에는 Acartia hongi가 체의 25～78%, 여름에는 Evadne tergestina가 21～

31%의 조성률로 우 하며, Paracalanus parvus는  계 에 12～25%로 높은 조성률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 찰되는 일반 인 경향과 유사하다. 연간 평균 

개체수는 2008년 355 indiv./m3, 2009년 2,087 indiv./m3, 2010년 3,339 indiv./m3로 2008년 이

후 개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사고 직후인 2008년 겨울에 육식성 모악동물이 최우

하는 교란 상이 일시 으로 찰되었지만, 2008년 가을 이후에는 우 종의 종류와 개체수 

분포 등에서 타 지역과 유사한 경향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랑크톤의 경우에는 사고의 

향이 매우 한시 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다. 랑크톤의 짧은 생활사와 해수에 따라 

유입 유출되는 특성을 고려하 을 때 이러한 빠른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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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폐사 이후 쏙(Upogebia major)의 개체군 가입 연구

유옥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007년 12월 허베이시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이후 량폐사가 나타난 쏙(Upogebia 

major)의 개체군 가입 연구를 실시하 다. 의항리 조간 에서 2008년 1월부터 2011년 3

월까지 0.25 m2 면 에 출 하는 개체를 상으로 개체군 연구를 하 으며, 쏙 주변에 서

식하는 형 서동물과 환경요인들을 함께 분석하 다. 량 폐사 직후 2008년 1월 쏙의 

개체수는 평균 6개체/0.25 m
2

가 출 하 으며, 2009년 7월까지 10 개체/0.25 m
2 

이하로 

매우 낮았다. 2008년  이후 여름철 동안의 크기가 작은 개체수는 발견되지 않아, 이 기

간 동안 개체군 가입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 쏙의 개체수는 30 개

체/0.25 m
2

 이상으로 격히 증가하 으며, 이때 새롭게 가입된 미성체들이 많이 나타났

다. 쏙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의 형 서동물의 종 조성은 유류오염 이후, 오염에 민감하

거나 기회주의 인 성격을 가지는 종들이 격히 증가하 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는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알을 가지고 있는 쏙은 2월부터 6월까지 출 하 으며, 1 개

체는 약 14,000개 이상의 알을 가지고 있었다. 8월에 약 5.7 mm 크기의 미성체가 퇴 물

에서 발견되어, 6월부터 산란된 개체들이 부유 유생시기를 거친 이후, 8월부터 퇴 물에 

착지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쏙의 개체군 가입 연구에 필요한 갑각길이에 

한 총 개체 크기, 총 개체 크기에 한 건 량 비에 한 계식을 측정하여, 향후 쏙

의 개체군 가입  이차생산 분석에 활용할 정이다.

1. 서론

쏙은 조간 에서 깊게 구멍을 고 살아가는 가재붙이 종류로 집단 으로 생활한다. 

쏙은 조간 에 사는 생물  가장 깊은 곳 (250cm 이상)까지 구멍을 고 사는 생물로, 

깊은 곳 까지 산소를 운반하거나 퇴 물을 정화시켜 건강한 생태계로 유지시키는 생물

로 조간 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Kinoshita, 2002).

2007년 12월 7일 헤베이스피리트 유류사고 이후, 조간 에서 집단 서식하는 쏙

(Upogebia major)의 량 폐사가 발생되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조간 에서의 유류 오

염 농도가 진 으로 감소하기 시작하 고, 조간  생물의 종수와 개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 지만 쏙의 개체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장기 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 까지 쏙의 개체군 연구가 거의 없어 조간 에서 어떻게 가입

되는지에 한 정보가 매우 은 상태이다 (Kinoshita et al., 2003).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간 에서 쏙의 개체군 연구를 통하여, 량 폐사 이후 쏙의 가

입 양상을 분석하고, 주변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종 조성과의 연 성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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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  방법

  유류오염 이후 쏙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기 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계 별 조사를 실시하 다. 한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월 생물을 채집하여 쏙

의 개체군 가입 연구를 실시하 다. 쏙을 0.25m
2

 면 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채집한 후, 

즉시 냉동 보  하 다. 실험실에서 쏙의 개체 크기(갑각의 크기, 꼬리 크기, 총 개체 크기)

를 측정하 으며, 70℃에서 48시간 이상 건조 한 후 건 량을 측정하 다. 각 개체 크기에 

한 건 량의 비를 Y(무게) = a*X(길이)
b

의 수식에 의해 환산하 다. 쏙의 암컷와 수컷 

그리고 미성체의 구분은 Kang et al. (2008)의해 따랐다. 한 주변 형 서동물은 캔코아

(0.025m
2

)를 이용하여 채집 면 이 0.1m
2

(4회 반복)가 되게 하 으며, 이를 3회 반복하 다. 

형 서동물은 장에서 체(망목크기: 1mm)로 거른 후, 바로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다. 조사지역의 서환경 악을 해 퇴  표층 3 cm 깊이 이하의 퇴 물온도를 측정하

으며, 퇴 물의 입도, 총 유기탄소(TOC), 유분 함량은 실험실에서 분석하 다. 

3. 결과  토의

   2009년 7월까지 부분의 퇴 물에서 유막이 에 띄게 보 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에는 일부 퇴 물 안의 공극수에서에서만 유막을 찰할 수 있었으며, 양은 매우 미

비하 다. 유막이 나타난 일부 퇴 물 안에서는 쏙의 개체수도 게 나타나, 유막이 쏙의 

서식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 1. Sediment condition and occurrence of Upogebia 

major.



   유류 오염 1개월 이후에는 쏙은 평균 6개체/0.25m
2

가 출 하 다 (Fig. 1). 이때 출

한 쏙은 부분이 알을 가지고 있는 암컷이었으며, 1월 조사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쏙들이 

퇴 물 바깥쪽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일부는 머리를 구멍밖에 

두러낸 상태로 사망하 다. 4월 조사에선 8 개체/0.25 m
2

로 증가하 으며, 이때 생물은 

성체와 미성체로 구성되었다. 4월 조사에서는 일부의 개체가 퇴 물 바깥쪽에서 사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7월 조사에서는 쏙의 개체는 4 개체/0.25 m
2

로 감소하 으

며, 9월 조사에서도 4 개체/0.25 m
2

로 유지되고 있었다. 2009년 1월과 4월에서도 4 개체

/0.25 m2로 개체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 겨울철을 제외하

고는 개체수가 30 ind./0.25m
2 

이상으로 격히 증가하 으며, 부분이 미성체와 작은 크

기의 개체로 구성되어졌다. 이는 2009년 산란에 의한 개체군의 가입에 의한 것으로 여겨

진다. 쏙 주변에 서식하는 형 서동물의 우 종은 2009년 10월까지 주요 유기물 오염

지시종에 해당되는 그룹(Heteromastus filimormis, Leitoscoloplos pugettensis 등)들로 

구성 되어졌다 (Fig. 2).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부터 유기물 오염지시종들의 개체수는 

감소하 으며, 유기물 오염에 향이 없는 다모류 Neptys polybranchia가 2009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쏙이 서식하는 주변 서생태계가 진 으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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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oral variation in density of 

Upogebia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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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variation of dominant species. 

Asterisk indicates an opportunistic species.

   쏙의 갑각의 길이와 총 길이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상 성 보 다 (P 

< 0.001). 갑각 길이와 총 길이와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 총 길이(mm) = 3.1929 x 갑각

길이(mm) -1.9406 (R
2

 = 0.99). 한 총 길이와 건 량의 무게의 비는 다음과 같다. 건

량(g) = 0.00001 x 총 길이 2.8216 (R2 = 0.99,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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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y) and carapace length (x) of 

Upogebia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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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dry weight(y) 

and total length (x) of Upogebia 

major.

   본 조사에서 갑각의 길이가 7.5 mm 이상에서 암컷이 구분되어져, 갑각의 길이가 7.5 

mm 인 경계로 미성체와 수컷을 구분하 다. 알을 가진 암컷은 2월부터 6월까지 나타났

으며, 새로 가입된 미성체는 8월부터 퇴 물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다. 쏙의 부유 유생 

시기는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Kinoshita et al., 2003), 본 연구 기간 동안 

쏙은 6월에 부분 산란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알을 가지고 있는 암컷의 알을 분석한 결

과, 5-6월에 채집된 알에서 검정색 모양의 이 있는 알이나 pleopod를 가지고 있어 산란

이 임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8월 이후에는 크기가 100 mm 이상의 암컷의 출  

비율은 매우 작았다. 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쏙 개체군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장기간의 조사와 분석에 의해 명확한 구분을 해서는 장기간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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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ze frequency distribution of Upogebia major at Euhangri from May 2010 to March 2011. 

The distribution for each sampling period represents pool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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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de oil is a complex mixture of thousands of different organic compounds formed from a 

variety of organic materials that are chemically converted under differing geological conditions 

over long periods of time. Oils from different sources have distinct chemical compositions, 

which can be used to identify the source of oil pollution.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pilled 

oils, however, can be altered in the environment by a number of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including evaporation, dissolution, photooxidation and microbial degradation, 

making source identification difficult. In this study, compound compositions and stable isotope 

ratios of six crude oils were analyzed using GC/MS, GC/FID and GC/IRMS. Parent PAHs, 

akylated PAHs and n-alkane profiles of individual crude oi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rude oils. Diagnostic ratios of 'source-specific' PAH compounds were also varied 

clearly. The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n-alkane in crude oils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27.5‰ - 37.2‰) among crude oils. However, compound compositions of crude oils 

were altered during the weathering experiment. Low molecular weight PAHs compounds 

decreased rapidly and short-chain n-alkanes also decreased. However, the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n-alkanes in weathered oil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This study 

shows that stable isotope profile of n-alkanes can be effectively used to trace the source of 

weathered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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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류유출 사고 후 3년간 

연성조하  형 서생물 군집구조 변동 

최진우, 서진 , 박소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

   유류유출이 형 서동물 군집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사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2010

년 10월까지 태안 연안역의 11개 정 에서 계 조사를 실시하여, 연성조하 에 서식하는 형 서동

물의 군집구조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형 서동물의 채집에는 Smith- McIntyre Grab (0.1m
2

)을 

사용하여 정 당 3회씩 인양하여 망목크기 1 mm 크기의 체에 걸러 10% 포르말린에 고정하 다. 실

내에서 분류군별로 선별하여 종동정  종별 출 량을 산출하 다. 유류오염 향을 악하기 해서 

유류오염에 민감한 단각류의 감소와 기회종의 증가 경향을 나타내는 기회주의  다모류와 단각류 비 

(P/A ratio)를 구하 고, 종다양성지수, 집괴분석  다차원배열법 등의 군집분석을 하 다.

   유류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에는 종이 가입되는 시기인 철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유류오염사고가 형 서동물 군집의 가입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2009년 여름 이후 존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구름포  만리포 주변에서는 아직 회복

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종다양성지수(H')는 구름포에서 만리포 사이에 치한 정 들에서 오염

기부터 2.0 이하의 낮은 값을 보 고, 계  변동도 심하게 나타나 유류오염에 의한 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인근 정 들에서는 겨울철을 제외한 부분의 계 에서 종다양

성지수(H')가 2.0에 가까운 값을 보 고, 2009년 이후에는 지수값이 2.0-2.5 사이로  계 에 걸쳐 

증가된 상태를 보 다. 

   PA ratio는 구름포와 만리포 해수욕장 사이에 치한 정  3(A), 5(A)에서 계  변동이 심하

게 나타났다. 이들 정 에서는 얼굴갯지 이류의 Prionospio cirrifera와 Prionospio bocki, Spio 

sp.등이 우 하 다. 그러나 2010년 1월 이후에는 단각류의 서식 도증가와 오염지시종의 출 량 

감소로 인해 1.0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태안화력 주변 해역인 정  2에서는 

Notomastus sp., P. cirrifera와 P. bocki등이 우 하여 일부 계 에 높은 PA ratio를 보 다. 도

리 (정  7)와 안면도 부근 정 들 (10(A), 11(A))에서는 일부 계 을 제외한 부분의 조사계

에서 0.0 이하의 값을 보여 유류오염에 의한 향에서 회복된 것으로 단되어 진다. 

   MDS배열법의 2차원배열에서 구름포 해수욕장 인근 정 들 (3, 3A)은 조사해역의 다른 정 에 

비해 모든 계 에서 종조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욕장 외곽에 치한 정

 3A에서는 2008년에 종조성이 다른 정 과 크게 차이를 보 다.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역 (조사정  11  11A)에서는 유류사고 발생 직후 인 2008년에는 해수욕장 인근 정 과 외곽

정  모두 계 별 유사도가 낮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향을 보 으나, 2009년 이후 부분의 

조사에서 종조성이 유사한 군집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 다. 

   유류 사고 후 3년간의 연성조하  서동물 군집구조를 살펴본 결과, 구름포와 만리포 주변해

역에서는 2010년 조사에서 오염지시종의 서식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여 히 낮은 출

종수, 종다양성지수를 보 고, 높은 PA ratio를 보여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꽃지해수욕장 인근 정 에서는 높은 출 종수와 종다양성지수를 보 고, 정 간 유사도도 높게 나

타나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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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이후 암반 조간  생태계의 조 에 따른

생물상  주요 종의 서식양상 변화              

정윤환1, 윤건탁1, 마채우3, 박흥식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과학국제 력센터
3순천향 학교 해양생명공학과

2007년 12월 7일 Hebei spirit호 유류 유출사고 발생 이후,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태안지역 암반 조간  에 피해가 심했던 2개 지역(구례포, 도리)과 

상 으로 피해가 미약했던 2개 지역(연포, 몽산포)을 조구로 선정하여, 유류 피

해 이후 계 별로 형 서동물의 분포 특성과 변화 양상을 찰하 다. 각 조사지

역에서는 한 개의 정선(Transect)에서 조 별 3개 정 (상, , 하)을 선정하 고, 

정 별로 방형구(25X25cm)내의 부착생물을 2회씩 정량 채집하여 분석하 다.

 지역별 조 에 따른 출  종수의 시ㆍ공간  변화에서 체 조간  상부지역은 소

수 종만이 서식하기 때문에 격한 증감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유류피해 지역의 

조간  부에서는 종수가 진 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조구인 연포와 몽산포에 

비해 낮은 출  종수를 보이고 있다.

 서식 도는 조간  상, , 하부에서 조구인 연포와 몽산포에 비해 피해가 심각했

던 구례포와 도리에서 상 으로 낮은 서식 도를 보 다. 사고 이후 구례포와 

도리의 부 조간 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 증가하 지만, 조구에서 보

이는 규칙 인 계  변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례포의 조간  하부는 사고 이

후 개체수가 감소하 다가 차 증가하지만 2008년 1월에 약 13,000개체/㎡를 제외

하고는 약 6,000개체/㎡이하로 낮은 서식 도를 보 다. 도리 하부 조간 에서는 

2009년 10월 이후 다모류가 증가하면서 반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다양도 지수는 모든 지역에서 조간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높은 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조간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출  서식종이 다양해지며, 상부의 

경우 소수종만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간  하부, 

부, 상부 순으로 조구 지역과 차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9년 2월 

알래스카해역에서 발생한 Exxon Valdez호의 유류 유출 사건에 따른 많은 연구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암반 조간  생태계는 조간  상부, 부, 하부의 순서로 피해가 

약하며, 회복은 조간  하부, 부, 상부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조간  상부의 주요 서식종은 총알고둥과 조무래기따개비이며 이들의 서식 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감소하면서 불규칙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류 

오염의 피해와 방제활동으로 인한 향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간  부에

서는 총알고둥, 지 해 담치, 참굴 등이 주요 종이었으며, 구례포와 도리에서는 

조구인 연포 몽산포에서 상 으로 낮은 서식 도를 보이고 있다. 총알고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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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간  상부와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례포와 도리에서 증가하 는데 

이는 유류에 노출되는 시간과 서식생물의 개체 크기에 따라 유류 오염의 향이 다

르게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조간  하부에서는 참굴, 깨고둥, 지 해 담치 등이 

주요 종이었으며, 조간  상부, 부와 달리 암반의 기질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깨고둥의 경우 유류 오염이 심각했던 구례포와 도리에

서 사고 이후 차 감소하 지만, 조구인 연포와 몽산포에서는 부분 으로 낮은 

서식 도를 보이고 있다. 이 종이 유류 사고 이후 일시 으로 증가하 다가 차 

감소하는 것인지에 한 모니터링과 조간  하부에서 오염 지시종으로 활용 가능한

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 으로 조간  상부, 부, 하부에서 최근까지 

조구에 비해 낮은 종조성을 보이고 있어 사고 이 의 생태계 수 으로 회복되었다

고 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일부 형종들과 부착생물들이 서식처별로 다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만 조력발 시 상되는 서미세조류 변화  

부유생태계 문제

최 기, 유만호

인하 학교 해양학과

정부가 교토의정서 규제  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기 하여 “신에 지  재생에 지 개

발이용 보  진법”을 발표하면서 조력발 의 기술  가능성과 환경과 련된 인천만 조력발

에 한 연구를 시작하 다. 인천만 조력발  건설의 경우 약 17 km에 이르는 방조제건설과 

조력발 을 한 수 조 이 필요하며 이에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지 내․외측의 해양환경변

화와 서  표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조제 건설의 경우 시화호 건설의 에서처럼 

빈번한 식물 랑크톤의 증식과 해 리의 량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994

년 시화호 물막이공사 완료 후 식물 랑크톤 우 종은 규조류(Paralia sulcata, Skeletonema spp.)

에서 와편모조류(Prorocentrum minimum)  편모조류로 천이되었으며, 특히 Chl a농도는 250 

ugl
-1

이상, 존량은 최  464 ×10
6
 cellsl

-1
로 극심한 증식과 부 양화가 빈번히 발생하 고, 

이후 수질환경개선을 해 수문조작과 개방을 하 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 시화호

(12.7 km)와 새만 (33.9 km)과 같은 규모 방조제 건설 후 해 리 유생의 부착기질을 제공과 

내측의 수괴안정화로 해 리 유생이 량으로 서식하게 되었고, 해 리 량발생으로 어선어업 

단, 수산양식피해, 발 소 발 정지  출력감발 등의 큰 경제  손실(수백억 이상)과 높은 포

식율로 인한 동물 랑크톤  자치어의 감소가 이차 인 해양생태계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높은 생물량과 생산력을 나타내는 조간  생태계 내에서 서미세조류는 주요 일차생산자

이며 체 하구역 일차생산력의 50%이상을 담당하고, 네덜란드 Ems Estuary와 같은 고탁도 하

구역에서는 수층내 미세조류 생물량의 약 92%가 서미세조류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 2009

년 강화남단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2006 ~ 2010년 강화남단 조간  갯벌의 

서미세조류는 량증식시기가 3 ~ 5월에 집 으로 나타나는 계  특성과 집 (patchiness)

상으로 인한 시․공간분포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0년 인천조력 역조사에서 조사지역마

다 다소 차이를 보이나 서미세조류의 Chl a농도는 수온과 퇴 물환경(입도조성, 유기물함량)

에 유의  상 성을 보 고, 일차생산력은 수온, Chl a, 최 동화계수에 유의  상 성을 보여 

향후 방조제 건설에 따른 조지내측의 퇴 물입도조성이 세립화될 경우 서미세조류의 생물량

과 일차생산력에 큰 향을  것으로 단된다. 한 수 조 에 따른 조간  면 감소는 

서미세조류의 생물량과 생산력감소에 직 인 향을  것이며, 조지 내측의 해수유동 감소

로 인한 부유물질 농도감소와 수층 량 증가, 수괴안정화로 인한 부분  빈산소화 등으로 식물

랑크톤의 증식 발생횟수 증가와 조하  서생태계의 부분  기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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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 조력발 정지주변의 유 생물의 종조성  변화
Species composition and Change 

of Fisheries Resources caught 
off Ganghwa Island, Korea

황선도

수산자원사업단 서해지사

한강 하구의 기수역과 조간 에서 유 생물의 종조성과 계  변동을 악하기 하여 강화 석

모수로 조하 에 설치된 연안개량안강망을 이용하여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강화 석모수로 

조간 에 설치된 건간망을 이용하여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24시간 동안 유 생물

을 수집 분석하 다. 석모수로 조하 에서 연안안강망에 채집된 유 생물은 총 86종으로 그  

어류가 54종으로 가장 많았고, 새우류 16종, 게류 등의 갑각류 12종, 두족류 3종 그리고 1종의 

해 리가 출 하 다. 체 유 생물  새우(Palaeman carinicauda)가 10회 출 에 개체수

로 32.6%로 최고 우 하 으며, 젓새우(Acetes japonicus) 15.9%, 그라비새우(Palaemon 

gravieri) 9.9%,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 7.7%, 국젓새우(Acetes chinensis) 6.9%로 이

들 갑각류 5종이 총 개체수의 73.0%를 차지하 다. 우 종을 서식처에 따라 구분하면, 웅어

(Coilia nasus), 가숭어(Chelon haematocheilus), 숭어(Mugil cephalus)와 풀망둑

(Synechogobius hasta), 오셀망둑(Lophiogobius ocellicauda), 아작망둑(Tridentiger barbatus), 

새우, 그라비새우는 기수성 주거종으로, 싱어(Coilia mystus), 풀반지(Thryssa hamiltonii), 풀

반댕이(Thryssa adelae), 밴댕이(Sardinella zunasi), 멸치(Engraulis japonicus) 등의 청어목 어

류와 꽃게, 젓새우 그리고 황강달이(Collichthys lucidus), 병어(Pampus argenteus) 등은 연안 

회유종으로, 뱀장어(Anguila japonica)는 왕복성 어류로 분류된다. 석모수로 조간 에서 건간망

에 채집된 유 생물은 총 57종으로 그  어류가 34종으로 가장 많았고, 갑각류 20종, 두족류 

2종 그리고 1종의 해 리가 출 하 다. 종조성은 과 가을에 다양한 종들이 출 하 으며, 

양 으로는 가을에 많았다. 총 어획물  꽃게가 체 개체수의 57.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라비새우 7.1%, 황강달이 7.0%, 무늬발게(Hemigrapsus sanguineus) 6.2%, 새우 

4.7% 순으로 우 하 다. 우 종  가숭어, 풀망둑, 웅어, 그라비새우, 새우 등은 기수성 주

거종이었으며, 꽃게, 황강달이, 숭어, 참서 (Cynoglossus joyneri) 등은 하구를 보육  성육장

으로 이용하는 연안 회유종이었다. 그 외 양 으로는 지만 황복(Takifugu obscurus), 참게

(Eriocheir sinensis), 뱀장어 등의 왕복 회유종과 붕어(Carassius auratus) 등의 담수종도 출

하 다. 한강 하구역 유 생물 군집구조는 과 가을에 개체수와 양 으로 번성하 고 높은 다

양성을 보이는 형 인 온  해역의 특징을 보 다. 한, 한강 하구의 경우, 기수성 어종이 

우 하고, 펄을 서식처로 이용하는 새우류가 어류보다 양 으로 우세하며, 주둥치와 같이 환경

이 악화된 해역에 서식하는 종이 채집되지 않음으로써 자연 하구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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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의 과제: 

해양생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홍재상

인하대학교

 최근 그린 에너지라는 이름하에 조력발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정부에

서도 신재생 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조력발전 개발 계획은 그 어느 때보

다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하다. 2004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시험 운전에 들

어갈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가로림만 조력, 인천만 조력, 강화 조력, 아산

만 조력 등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들어간 곳이 무려 5군

데나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우선 조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갯벌이 잘 발달되

는 대조차 환경에 건설되는 특징을 가지며, 대부분의 경우 주변의 강이나 지천으로

부터 담수의 유입이 있는 하구역 특성을 가진다. 생태학적 견지에서 조력발전소 건

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갯벌과 하구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어떻게 물리/화학/퇴적학적 해양환경이 바뀌고 그 결과 종국

적으로 갯벌과 하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예측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 따라서 대상 지역의 정확한 해양학적 현상의 이해와 시설의 위치, 규모, 

발전 방식의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를 연계한 영향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인천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영향의 문제를 거시적 그리고 동시에 미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1) 거시적 (장기적) 측면: 본 지역이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 유역의 강우

량 및 한강의 하천유량 변화에 따른 염분 변화 및 이와 연계되어 있는 3개 수로 

(염하수로, 장봉수로, 석모수로)의 역할 (기능)의 사실상 소실 또는 변경에 기인하는 

물리/화학/퇴적/생태학적 접근과 고찰이 필요하다.

2) 미시적 (중단기적) 측면: 방조제의 위치, 규모, 채택되는 방식 등 방조제 건설과 

물 흐름의 변화로 해안선이 변하고, 이로 인한 방조제 외측 해양환경의 시공간적 

변화 (조석/조류의 세기와 방향 변화, 영양염, 부유물질, 퇴적상, 생물상 등)의 예측

에 초점을 맞춘다.

3) 조력발전의 원리와 특성, 규모에 기초한 환경요인의 평가: 여기에는 설계에 따른 

갯벌 면적 감소에 기인하는 생태계 영향 요인들, 채택된 단류식 특유의 조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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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롭게 형성되는 특수한 환경 체계에 기인하는 생태계 영향 요인들 (부영양화, 

적조 발생, 저층수의 빈산소 또는 무산소화, 이로 인한 저서생물의 대량폐사 등)이 

장단기적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는 갯벌 및 하구생태계에 대한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및 지역의 해양학적 특성과 연계한 거시적/미시적 그리

고 장기적/단기적 영향 예측 실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그 밖에도 조사 및 보전

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생물다양성의 예측, 사라져 없어지는 갯벌생태계의 

다양한 기능 유지를 위한 대체습지의 조성, 뱀장어, 참게, 황복 등 해양과 강을 왕

래하는 생활사 유형을 가지는 amphidromous species의 자원 보전, 국지적 미서식

처의 중요성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계획 초기에서부터 이해 당사자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합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작성되는 관련 환경영향평가 보고

서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사와 고찰 없이 요식행위가 많

고 그래서 정부의 갯벌 지역 환경영향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이 절실 한 때다. 



서북극해 지구온난화 이해를 한 고해양환경변화 

복원연구

극지연구소 남승일

   지난 20여 년 동안 북극해에 한 탐사는 쇄빙 연구선을 보유한 일부 국가에 의

해서 매우 제한 으로 수행되었다. 그 에서 독일 AWI 연구소는 18,000t  쇄빙선

인「Polarstern」을 활용하여 그린란드-노르웨이 해를 포함한 북극해 동부해역에서 

다량의 빙⦁해양 퇴 물 코어를 시추하여 후기 제 4기 북극해의 빙하역사와 고해양

/고기후환경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IODP(국제공동해양시추 로그램) 지원

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지질학자들이 주축 되어 2004년 북극 에 인 한 

로모노소  해령에서 약 450m의 퇴 층을 시추하여 생 /신생  이후 북극해의 

진화역사  고기후/고해양환경변화를 처음으로 복원하 다. 독일 연구 은 2004년

「Polarstern」에 승선하여 북극해 동부(Yermak 지)해역 획득한 여러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후기 제 4기 북극해 앙과 동부해역의 고해양환경변화와 빙하역사를 정

하게 복원하 다. 한 2008년 Mendeleev 해령 주변해역에서 시추된 코어 퇴 물

을 이용하여 북극해 서부해역에서 일어난 지난 후기 제 4기 빙하기-간빙기에 일어

난 빙하역사와 해빙분포 변화에 의한 고해양환경변화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나라 쇄빙선인「아라온」을 이용하여 서

북극해 Northwind Ridge 해역에 한 해양지질 탐사를 수행하 다. 박스코어와 멀

티코어를 이용하여 약 20-40cm 길이의 20여  표층시료를 획득하 다. 2008년 획

득된 퇴 물 코어에서 분석한 멀티 록시 자료와 함께 지난 후기 제 4기 빙하기-

간빙기에 일어난 서북극해역의 빙하역사와 고해양환경변화를 복원하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재까지 분석된 다  록시 자료와 함께 년 7월 제 2차 「아라온」

서북극해 탐사에서 시추될 퇴 물 코어에 기록된 과거의 기후환경변화를 정  복원

하여 지구온난화에 의해 북극해 서부해역에서 가장 속하게 진행되는 解氷의 원인

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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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고해양학 연구의 국내 현황

김부근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북서태평양은 북 서양에서 열염순환으로 시작된 지구 심층순환의 종착 지역으로 알려

져 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사이에 나타나는 동아시아 몬순의 효과를 직 으로 기록하

는 지역이다. 북태평양은 북 서양과는 다르게 지구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수괴가 형성

되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북태평양 층수가 발달하고 있다. 재의 북태평양 층수는 

북서태평양의 오호츠크해 층수에서 기원하며 알라스카 지역에서도 수괴 형성에 부분

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지난 3년간 수행한 “북서태평양과 주변해역

의 제4기 후기 고기후변화와 북태평양 층수의 역할 연구”는 한일 양국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에서 단주기 고기후 변화를 확인하고 북태평양 

층수의 변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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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고해양 특성 연구
 

상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 측기술연구부

  동해를 상으로 본격 인 고해양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아마도 1989년 ODP (Ocean 

Drilling Program) Leg 127/128에 의해 동해에서 굴삭이 수행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이 에도 소수의 고생물학자, 퇴 학자들에 의해 고해양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e.g., Ujiie and Ichikura, 1973) ODP굴삭으로 얻어진 방 한 퇴 물 시료와 과

거 수 백 만년에 걸친 퇴 물 시료는 보다 큰 범주에서의 고해양 연구를 가능  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에 동해에서 수행되었던 고해양 련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에 해 토의할 목 으로 이루어졌다.

  동해가 가지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동해의 고해양은 동해뿐만 아니라 주변해  

아시아 륙에서 일어난 기후변화 등과도 많은 연 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빙기-간빙

기를 통해서 동해의 해양환경이 극 으로 변화한 것은 다양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동안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그 외 

학 연구기  등에서 형 연구 로젝트를 통해 연구해 온 바 있으며 이런 고행양에 

한 기록은 지구물리  측면, 화학 측면, 생물  측면 등을 고려해서 종합 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동해에서 고해양 연구는 양 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

다. 퇴 학  방법 (Bahk et al., 2000), 동 원소나 지화학  방법 (Oba et al., 1991; 

Kim et al., 2000; Hyun et al., 2007; Khim et al., 2008), 유기화학  방법 (Lee et al., 

2008)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2013년에 IODP 605가 동해에서 계획되

고 있어 한층 더 요한 고해양학 연구의 발 이 있기를 기 해 본다.

1. Ujiie, H., Ichikura, M., 1973. Holocene to uppermost Pleistocene planktonic foraminiferas in a piston 

core from off San'in district, Sea of Japan. Trans. Proc. Paleonotol. Soc. Japan, 91, 137-150.

2. Bahk, J.J., Chough, S.K., Han, S.J., 2000. Origins and paleoceanographic significance of laminated muds 

from the Ulleung Basin, East Sea (Sea of japan). Mar. Geol., 162, 45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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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him, B.K., Ikehara, K., Bahk, J.J., Irino, T., 2008. Increased negative anomalies of sedimentary organic 

matter d13C and d15N values in the East Sea (Sea of Japan) during the full glaciation of the late 

Quaternary. Quaternary International 176-177,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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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P APL proposal 777: Quaternary evolution of 

the western boundary current in the North Pacific 

subtropical gyre and its linkage to equatorial 

Pacific temperature

이경은

한국해양 학교 해양환경생명과학부

이 발표는 2010년 10월 1일 제출된 IODP APL proposal 777의 소개이다. 이 제안서에

서는 IODP 시추제안서 605 Leg를 마치고 이동하면서 오끼나와 트러 에서 한 정  

OT-1 지 을 시추하기를 제안하 다. 이는 북태평양 아열  순환류의 서안경계류가 지

난 제4기 동안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 서안경계류가 도 태

평양의 수온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도 태평양에서의 동

-서 수온의 차이는 지난 라이오세- 라이스토세에 걸쳐서 단계 으로 증가하 음이 밝

져 있다.  동태평양 륙주변부 해안에서의 남-북 수온 차이 한 이 기간에 걸쳐 

단계  증가를 하 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견 만한 서태평양의 장기 인 수온 

변화에 한 기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태평양에서의 남-북 수온 차이

의 변화에 한 기록이 복원된다면, 이는 서안경계류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알아내

는데 인 도움을  뿐 아니라, 북태평양 아열  순환의 발달 과정을 알아내는데도 

결정 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도 태평양 수온 변화와 어떻게 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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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인도양 도해역에서의 고기후 연구

              

형기성, 유찬민, 김형직, 서인아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 자원연구부는 1990년  후반부터 동태평양 해역의 망간단

괴, 서태평양 해역의 망간각과 해 열수 상, 그리고 인도양 해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

열수 상 등 다양한 해양 물자원에 한 탐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기후 연

구를 한 퇴 물 시료는 상 물 개발에 필요한 환경연구의 일환으로 각 연구해역

에서 획득하고 있으며, 한 각 탐사의 연계성을 활용하여 이동항해  과학  심해

역에서도 심해 퇴 물 시료를 획득하고 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서경 131도 경선을 따라 도에서 북  17도까지의 퇴 물 시

료를 채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별 환경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주상  다 주상시

료채취기로 획득한 퇴 물 시료의 길이는 수 cm에서 수 m에 달하며, 길게는 신생  

마이오세까지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 북  7도를 경계로 북쪽에서는 토가 우세

한 퇴 물이 분포하며, 이남에는 탄산염이 주성분인 퇴 물이 나타난다. 북  9도 이

북에서는 퇴 물 상부 특정깊이 (2∼3m)에서 주요 구성 토 성분이 일라이트에서 스

멕타이트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후기 마이오세 이후 북반구의 온도구배 강

화로 도수렴 가 지속 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풍성기원 입자의 기원지

가 앙/남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하 음을 지시한다. 남쪽의 탄산염 퇴 물은 

4,0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의해 용해작용을 받아있음이 찰되나, 탄산염 물의 양

이나 유공충의 안정동 원소 조성에서는 빙하기-간빙기의 주기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다. 퇴 물 내 서성 유공충의 군집분포와 부유성 유공충의 성분분석을 통한 고수온 

복원 등 다양한 고기후 추 자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지구  기후변화에 향을 미치는 난수 (warm pool)의 진

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난수 의 확장과 수축 기작을 규명하기 해 난수  

북쪽과 동쪽 경계부 퇴 물을 획득하 으며, 퇴 물 내 유공충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난수  북쪽 경계부에서는 MIS 5 이후에 빙하기-간빙기의 주기성이 찰

되지 않으며, 수온이 재까지 지속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쪽 경계부 마젤

란 융기 에서는 lysocline 상부와 하부의 퇴 물을 채취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난수

 진화뿐 아니라 용해작용이 탄산염 성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가장 늦게 연구를 시작한 인도양에서는 2010년 벵갈팬 남쪽해역 (북  4도∼남  4

도, 동경 80도) 4정 에서 수 m 두께의 퇴 물을 채취하 다. 이들 퇴 물은 탁류의 

향에 따라 도별 퇴 물 조성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의 연구를 통해 인도양 몬순

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들 확보시료는 재 한국해양연구원 남해연구소에 신축 인 시료도서 에 기증될 

정이며, 희망 연구자에게 시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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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고해양학 연구 현황

유규철

극지연구소, 테크노파크, 12 갯벌로, 연수구, 인천

초록

우리는 19세기 초 탐험의 역사를 지나 남극의 과학적인 탐사는 40년을 넘지 못

한다. 지난 1988년  남극 반도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남극 탐험

은 20년을 지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남극 연구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도

입된 시기인 2010년일 것이다. 이는 남극 연구에 대한 현 주소가 대부분 기지를 중심으

로 남극 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남극 고해양학 연구 역시 아직까지 지역

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구의 산업화/고도화, 인구 증가, 환경 파괴 등 인위적인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변화는 1950년대 이후로 거의 초래되었다. 이는 20세기 동안 지구 기온은 

평균 약 0.6℃ 상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 지역 즉 북서 북

미와 뷰포트 해(Beaufort Sea), 시베리아 고원 그리고 남극 반도는 급격한 지역온

난화를 겪고 있다. 남극 반도는 연평균 기온이 최근 50년간 2.5℃ 이상 상승하였

고, 이는 다른 남극 지역의 평균 상승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이는 이 지역이 지구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이곳에서 과거 환경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지구 환경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남극 반도의 지역 온난화는 지구 기후 체계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

하는가는 오늘날 주된 관심사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 극지의 고해양학 

연구는 현재의 현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과거의 환경을 규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을 보여주었다. 세계적으로 종합적인 남극 고해양학 연구는 약 30년의 자료를 축적하

고 있을 뿐이다. 지난 세종기지 설립 이후에 남극해에서 수행된 극지연구소의 연구과

제들 중에 고해양학 분야들을 정리하고, 현재 수행중인 고해양학 연구과제를 소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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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해양에 한 새로운 도  

:국제해 지각시추사업
(The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이 주, 장세원, 김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시추사업은 196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심해 시추사업 (Deep Sea Drilling 

Project: DSDP)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해 지각시추사업 (Ocean 

Drilling Program: ODP)으로 연속되었다. ODP는 2003년 10월 Leg 210을 마지막으

로 종료되었고 지구, 바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국제공동해양시추

사업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IODP)이 시작되어 치큐 (Chikyu, 지구), 

죠이데스 졸루션 (Joides Resolution: J/R), 특수임무 시추선 (Mission Specific 

Platform: MSP) 등 3 의 시추선이 이용되었다. 재 IODP는 해양 선진국 24개국

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 인 해양과학 연구 로그램으로 2013년 부터

는 The 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IODP) 이라는 이름으로 미지의 

세계인 해양에 한 인간의 도 을 지속하려 한다. 한국은 2011년부터 국제해 지

각시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시추의 2단계 연구사업을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시추사업의 지난 경과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해서 고찰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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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해수에서 알 논의 수층  계 별 변화

이성혜, 이경은

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해 정선 조사에 참여하여 

표층수를 이용해 알 논 농도 분석  알 논 수온 복원을 실시하 다. 속  부근 해역에서 포

항 부근 해역까지 표층 해수에서의 알 논 농도는 12월-2월 사이에는 0.1-0.5 ngL
-1 

으로 비교

 낮았고, 4월과 10월에는 각각 0.2-3.0 ngL
-1

, 0.3-2.4 ngL
-1

으로 비교  높았다. 감포 연안의 

알 논 농도는 12월에 0.3-0.4 ngL-1으로 가장 낮았고, 8월에 0.6-4.2 ngL-1으로 가장 높았다. 

표층 해수 시료를 이용해 알 논 수온을 복원하여 장 수온과 비교하 다. 체 해역에서 12

월에서 6월까지는 복원 수온이 장 수온보다 약 1-5℃ 낮았으며, 8월과 10월은 복원 수온이 

장 수온보다 약 1-2℃ 높았다. 동해의 연안과 외해에서 각 한 정 을 선정하여 수층별 시료

를 채집하 다. 연안 정 에서는 10월을 제외하고는 0-20 m에서 알 논 농도가 가장 높았다. 

외해 정 에서는 6월을 제외하고는 0-20 m사이에서 알 논 농도가 높았다. 반 으로 수층별 

시료의 알 논 복원 수온과 장 수온은 50 m이내의 수심에서 잘 일치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동해 해수에서 알 논 합성 수심과 시기에 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동해 퇴 물의 

알 논 분석으로부터 과거 표층 수온을 복원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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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0,000년 동안 동해에서의 표층수온과 표층 해수 

순환  아극 선 의 시간  · 공간  변화 : 록시  

자료와 수치모형실험자료의 비교

 

              

최지 1,2, 이경은1, 이호진1

1한국해양 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 연구본부 가스하이드 이트실

 본 연구는 동해의 과거 환경변화를 재건하기 하여 동해 서쪽 주변부 (margin)에서 채취 한 

세 개의 피스톤 코어 (05PC-14, 05PC-15, 05PC-23)를 이용하여 알 논 (alkenone) 수온을 복

원하 다. 복원된 수온은 일본 주변부에서 채취한 피스톤 코어 (MD01-2407,MD01-2408)와 울

릉분지 북쪽에서 채취한 피스톤 코어(05PC-21) 자료와 비교되었다. 이를 토 로 동해 체에

서의 과거표층수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간빙기 동안에는 지역 간의 온도차가 작은 반

면 빙하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에는 남-북과 동-서 지역 간의 수온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쓰시마 난류 유입양의 변화에 따른 동해 표층 수온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수치모형실험을 

하 다. 그 결과, 쓰시마 난류의 유입양이 재보다 많았던 시기에는 연구지역 체가 난류의 

향으로 수온이 높았던 반면, 쓰시마 난류의 유입양이 재보다 었던 시기에는 서쪽 주변부

로의 난류 유입이 크게 어들면서 서쪽 지역의 수온이 동쪽 지역에 비해 더 낮았다. 이러한 

수온분포를 바탕으로 지난 13만 년 동안 동해에서의 표층 순환 변화와 아극 선 의 변화를 

복원하 다. 간빙기 동안에는 쓰시마 난류가 동해 체에 향을 미치다가 빙하기로 갈수록 쓰

시마 난류의 유입이 약해지면서 동해 서쪽 지역으로의 난류 유입양이 크게 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층 해수 순환의 변화로 인해 아극 선  역시 간빙기 동안에는 재보다 북쪽에 동-

서 방향으로 치하고 빙하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에는 남서-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다 빙하

기 동안에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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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남동부 마난류 해역에서 마지막 빙하기-후빙기의 

규조 산출과 고해양학  의미 

허진비
1

, C. SHIMADA
2

, M. UCHIDA
3

, K. IKEHARA
4

, R. TADA
5

, 김부근
1

1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Akita University, 

3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4

Geological Survey of Japan, 
5

University of Tokyo

 동해 남동부의 마난류 해역에서 채취한 코아 PC-03으로부터 규조 미화석과 지화학 분석 자료(opal, 

CaCO3, TOC, C/N ratio)를 이용하여 마지막 빙하기에서 후빙기 동안의 고환경 변화를 복원하 다. 탄산

염과 총유기탄소 함량 변화에 의하면 동해의 해수면이 35.6 ka부터 하강하기 시작하 다. LGM에 해당

되는 21.3~17.2 ka동안 탄산염 함량은 평균 1.6% 이하이며, 총 규조 산출량은 평균 20×10
5

/g로 매우 낮

게 나타났다. 반면 16.9 ka에 총 규조 산출량의 최댓값이 나타났고 탄산염  총유기탄소 함량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 다. 12.3 ka에는 높은 퇴 율과 매우 높은 Paralia sulcata의 산출량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침에 의해 주변해역으로부터 재동된 것으로 단된다. 10.9 ka에 이르러 마난류 지시종인 

Fragilariopsis doliolus가 산출되었으며, 이때부터 동해가 재와 유사한 환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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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as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in Korean coastal areas

Hyeon Ho Shin, Young-Ok Kim Kazumi Matsuoka and Dhongil Lim

Strategic Planning Unit for Library of Marine Samples, KORDI

Understanding trends in historical and ongoing environmental changes in coastal areas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saf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To 

reconstruct pas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utilization of microfossils such as pollen, 

diatom, foraminifera and dinoflagellate cyst has become a popular methodology. In 

particular, the use of dinoflagellate cysts as indicators of histor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last 30 years. However, in Korean coastal 

areas previous studies concerning dinoflagellate cysts have concentrated on only understanding 

their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no information available y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noflagellate cyst assemblag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at reason, here 

we introduce the dinoflagellate assemblages as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based 

on publish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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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극해 척치고원(Chukchi Plateau)에서 채취된 

코아 PC01의 층서  고환경 복원

박 규
1

, K. Ohkushi
2

, 김부근
1

1
부산 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2
Kobe University

피스톤 코아 PC01(5.8 m)과 Multiple Core PL01(30 cm)은 서북극해 척치해의 척치

고원(수심 558 m)에서 채취되었다. 선상에서 측정된 퇴 물의 색도(L*, a*, b*)와 

자율 값을 이용하여 코아 PC01의 유실된 상부를 PL01로 보정하 다. 지화학   

요인들(오팔, 총유기탄소  탄산염 함량), 퇴 유기물의 탄소동 원소, 퇴 물에 보

존된 IRD(ice-rafted debris)  입도 자료를 획득하 다. 분석 자료들에 의하여 

PC01의 층서는 Unit A(0~1.0 m), Unit B(1.0~2.5 m), Unit C(2.5~3.3 m), 그리고 

Unit D(3.3~6.0 m)로 구분된다. Unit A의 상부는 총유기탄소  탄소동 원소 값이 

증가하며 IRD 산출이 거의 없다. Unit A의 하부는 탄산염  총유기탄소 함량과 

IRD 산출이 높고 가장 낮은 탄소동 원소 값을 보인다. Unit A의 하부는 후빙기에 

해당되며 상부로 가면서 홀로세로 환되는 시기로 해석된다. Unit B는 모든 분석 

값들이 거의 일정하게 변화없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LGM을 포함한 마지막 빙하기

로 상된다. Unit C는 Unit B와 유사하지만 상부에 IRD 산출과 높은 탄산염 함량

이 뚜렷한 구간으로, 정확한 시 가 측정되면 층서 설정에 요한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다. Unit D는 Unit B와 유사한 마지막 빙하기의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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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토세- 라이오세(1.3-2.4 Ma)동안 베링해의 

고생산성 변화: IODP Expedition 323 Site U1343

              

김성한, 김부근

부산 학교 해양시스템과학과

IODP Expedition 323 Site U1343은 베링해의 북쪽 륙사면 지역 수심 1953 m에서 고해상

의 라이스토세- 라이오세의 고해양학  변화를 복원하기 해 시추되었다. Site U1343은 

재 베링해 륙사면을 따라 발달한 “녹색 ”라는 높은 표층 생산성이 나타나는 지역에 

치해 있으며, 알라스카 해류에서 기인한 베링사면해류에 의해 풍부한 양염이 공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Site U1343의 연 는 IODP Expedition 323 승선 과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생층서와 고지자기 자료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Site U1343의 360-780 

CCSF (m) 구간은 1.3-2.4 Ma에 해당된다. 이 구간에서 분석된 생물 기원 오팔과 총유기탄

소 함량, 퇴 유기물의 질소동 원소 값의 변동은 빙하기/간빙기 변화를 잘 반 한다. 특히, 

오팔 함량의 변화는 라이오세 후기동안의 표층 생산성이 라이스토세 기에 비해 상승

된 것을 지시하며, 라이오세 후기동안 퇴 유기물의 질소동 원소 값은 라이스토세 기

동안에 비해 약 1‰ 낮다. 이러한 특징은 라이오세 후기동안 표층 해수는 지속 으로 공

된 풍부한 양염에 의하여 높은 규조 생산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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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Isotope Stage (MIS) 16 이후 서태평양 난수  주변

의 해양환경 변화

              

서인아, 형기성, 유찬민, 김형직

한국해양연구원 심해해저자원연구부

  서태평양 난수 의 고해양학  복원을 해 난수 의 북서 경계부 (12°29.992′N, 134°59.644′

E, 3,728 m)에서 획득한 POSEIDON 06-03-01 피스톤 주상시료(240 cm)의 지화학 분석을 시행하

다. 부유성 유공충의 산소 안정동 원소 조성은 빙기와 간빙기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찰되지 

않는다. 이는 시료가 탄산염용해도약층 (lysocline) 이하에서 채취된 을 고려할 때, 부유성 유공

충의 골격 표면이 부분 용해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서성 유공충의 산소 안정동 원소 

조성은 상 으로 뚜렷한 빙하-간빙기 변화를 보이며, SPECMAP과의 비교를 통해 퇴 물의 연

령을 MIS 16(약 60만년 )까지 결정하 다.

  약 55만년 (MIS 14)을 경계로 상하부 퇴 물 내 오팔 함량이 6∼8 %의 격한 차이를 보이

며, 이 시기 표층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오는 해양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약 20∼35만년 

(MIS 10-MIS 7) 기간에는 퇴 물 내 탄산염 함량이 매우 낮으며 이는 탄산염의 용해나 비탄

산염 퇴 물 입자들에 의한 희석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최상부 0～25 cm 구간(MIS 4 이후)에 퇴 된 부유성 유공충의 산소 안정동 원소 조성은 다

른 구간에 비하여 최  0.4 ‰ 정도 낮은 값을 보이며, 마지막 최 빙하기(MIS 2)에서 흔히 찰

되는 동 원소비의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난수 의 확장이나 수온의 체 인 상승으로 연

구 지역의 표층수온이 MIS 4 이후 1∼2°C 정도 높아졌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하지만, 난수  내 

다른 지역의 주상시료연구에서 난수 의 큰 수온변화가 찰되지 않은 을 고려할 때, MIS 4 

이후 서태평양 난수 가 연구지역까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유공충 골격 내 Mg/Ca 

비의 추가 분석을 통해 연구 해역의 강수 변화, 수온 변화 등의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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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cene centuries scale climate changes in the Indian 

Sector of the Antarctic Ocean

 

Kota Kats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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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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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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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R, 

5
부산대학교

 

We present the century-scale record of diatom and isotope changes during the 

Holocene from a core collected from the Conrad Rise in the Indian Sector of the 

Southern Ocean. About 9900 yr BP, the winter sea-ice and following cold water 

retreated from on the Conrad Rise, indicating the termination of deglaciation, which was 

1500 yrs behind compared to the Atlantic Sector. After the deglaciation, the Polar Front 

moved southward during the early Holocene optimum, and the water of north Antarctic 

Zone covered the Conrad Rise for 600 yrs. Since 9300 yr BP, solar insolation has 

strongly influence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primary productivity. 

Neoglaciation began at around 4000 yr BP. Between 4000 and 2500 yr BP, SST 

decreased on the Conrad Rise in accordance with the cooling of the Antarctic coastal 

regions. Periodic spikes of δ
18

O values and cold-water diatom abundances occurred after 

9300 yr BP, being likely associated with sola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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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in biotic response of benthic foraminifera

at MIS 5 in the abyssal depth of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Ocean

 

H. Takata1, B.K. Khim1, C.M. Yoo2, and S.B. Chi2

1Pusan National University; 
2

Korea Ocean and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We investigated benthic foraminifera and sediment geochemistry in a sediment 

core, KODOS PC5101 (4425 m water depth) in the eastern equatorial Pacific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enthic foraminiferal fauna and climatic 

changes during the late Quaternary. Three factor assemblages were identified: 

F1 (the common deep-sea fauna with some seasonal food supply), F2 (the fauna 

affected by possible carbonate undersaturation or low food supply in the deep 

waters of the Southern Ocean), and F3 (the fauna with seasonal food supply). 

Reasonably good correlations between the F1 or F2 and the CaCO3 or biogenic 

opal content were recognized in early MIS 5 to MIS 7, whereas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MIS 1 to late MIS 5. Carbonate undersaturation at the 

sediment-water interface was one of major factors that influenced benthic 

foraminiferal fauna, particularly from early MIS 5 to MIS 7. However, additional 

factor such as enhanced periodicity of the food supply from the surface ocean 

was also proposed for MIS 1 to late MI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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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심해퇴 층에서 찰되는 

자생 탄산염 물의 조직  특징 

              

우경식1, 지효선2, 남승일2, 허남국1, 김진경3, 손 주2

 1강원 학교 지질학과, 2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3한국해양연구원 동북아․EEZ자원연구단

2008년 독일 쇄빙선 Polarstern을 이용하여 북극해 Mendeleev 해령 주변 해역 80°30.37'N, 

175°44.38'W 치의 수심 1,802m에서 총길이 39cm의 박스코어PS72/410-1를 채취하 다. 

PS72/410-1 내 심해퇴 물에는 특이하게 자생 탄산염 물이 발견된다. 해수는 수심에 따라 탄

산염 물에 한 포화도가 다르며, 수온이 높고 압력이 낮으며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은 천해

의 해수는 부분의 도 지역에서 탄산염 물에 해 과포화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

역에서도 자생 으로 탄산염 물이 침 되는 곳은 지리 으로 매우 제한 이다. 특히 수심이 

깊은 지역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 해수의 탄산염 물에 한 용해도가 커져서, 이 지역의 

해수는 탄산염 물에 해 불포화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북극해 수심 1,802m의 

퇴 물 내에서 자생 탄산염 물이 찰되는 것은  세계 으로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단된

다. 박스코어 퇴 물 에서 사질크기의 자생탄산염 물을 상으로 주사 자 미경(SEM)을 

이용해 미세조직을 찰하고, 원소정성분석기(EDAX)를 이용하여 구성성분을 분석하 다. 자생 

탄산염 물은 다양한 형태로 찰되며, 크기는 0.2-2mm로 나타난다. 코어퇴 물의  구간에

서 찰되지만, 13-23cm 구간과 31-39cm 구간의 경우 다른 구간에 비해 소량의 자생 탄산염

물이 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0-13cn, 23-31cm 구간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생 탄산염

물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자생 탄산염 물은 실체 미경 상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

만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 상의 방해석과 주상의 아라고나이트는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같은 충 에서 상의 방해석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물, 주상의 아라고나이트 결정만으

로 이루어진 물, 방해석 결정이 성장한 후 그 결정 에 아라고나이트 결정이 성장하여 형성

된 물이 함께 찰된다. 같은 층 에서 방해석 결정과 아라고나이트 결정이 함께 나타나며, 

퇴 층에 따라 찰되는 자생 탄산염 물의 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거 표층 퇴 물 내의 

간극수의 화학조성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규명하기 해 자생 탄산염 물의 산소  탄소동

원소 분석을 시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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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네시아 자이언트 클램(Giant clam)을 이용한 

기후변화 연구: 비 결과 보고 

황태
1

, 우경식
1

, 박재석
2

, 박흥식
3 

1
강원 학교 지질학과, 

2
한국학술잠수연구소, 

3
한국해양연구원

이 연구는 태평양 서북부의 마이크로네시아 축(chuuk)의 산호 에 서식하고 있는 생 자이언트 클램

을 이용하여 기후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엘니뇨남방진동(ENSO)의 변화지역 내에 

치하기 때문에 이를 추 하기에 아주 합한 지리  치에 있다. 자이언트 클램은 이매패류로서 이치

목(Tridacna order)에 속하는 연체동물이다. 이 목에 속한 조개 에는 각질 길이가 약 140 cm, 높이는 

약 60 cm에 이르고, 그 무게는 약 230 kg에 달하는 개체도 있다. 그리고 다른 이매패류와는 달리 평균 

수명이 약 100년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이매패류에 비해 비교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의 추 이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 자이언트 클램은 그 각질의 규모에 비해 고 도의 탄산염 물로 이루어져 있

고, 그 성장률이 매우 빠르며, 지리학 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고해양/고기후연구의 요한 연

구 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해 수집한 자이언트 클램은 각질의 길이가 약 13.5 cm 밖에 안 

되는 이치목의 개체이다. 패각의 구성 물은 아라고나이트이고, 각질의 내부는 사박층 미세구조와 주상 

미세구조를 보인다. 

이 조개의 고해양/고기후연구 가능성을 타진하기 해 연구지역에서 채집한 이매패류에 한 산소, 

탄소 안정동 원소 성분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탄소와 산소 안정동 원소 성분이 계 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소동 원소(δ
18

O) 성분의 연  변화는 약 -2.2 ~ -1.55‰의 범 를 보이며, 이

는 이 이매패류의 패각이 평형상태에서 침 되었고 해수의 산소동 원소 성분이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면 약 1.5°C의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축 일 의 연  해수온도 변

화(1~2°C)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연구 지역의 염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사

용된 조개는 해수의 온도에 잘 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동 원소(δ
13

C) 성분의 연  변화는 약 

-2.2 ~ -1.55‰의 범 를 보이며,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은 주기성을 보인다. 이는 연구 

지역 내의 해수가 생산력이 높은 여름에는 δ
13

C 값이 상 으로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를 토 로 이치목에 속하는 큰 각질과 긴 수명을 가진 자이언트 클램(Tridacna giga)의 고

해상도 지화학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수천 년간 반복되어온 

ENSO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록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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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유체역학 선박해양구조 해양공학 선박생산기술 선박설계 수조시험 함정기술 해양레저선박 도서편찬
11:00-12:40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 위원회

조선학회 산하 연구회 행사(운 위원회, 간담회, 학술행사 특강 등. 연구회 회장 및 위원회 회장 재량으로 자체 계획 의거 실시)

12:40-13:30 중 식(3층 301호)

13:30-15:10
A1 A3 B1 B1 B3 C1 C2 C3 D1 D3

(이순섭) (이장현) (안형택) (안경수) (안병권) (이제명) (김 복) (김성찬) (김호경) (김국현)

15:10-15:30 휴 식

15:30-16:30 특별강연회(2층 205호)

16:30-16:40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2층 205호)

16:40-17:00 휴 식

17:00-19:00 공동심포지움(3층 301호)

19:00-20:30 공동만찬(3층 301호)

6월 3일(금)

(      ) 좌장 및 운 자

발표장 설계 및 법규 1 설계 및 법규 2 유체성능 1 유체성능 2 유체성능 3 구조성능 구조성능 구조성능 생산 및 생산 및

(제1발표장) (제2발표장) (제3발표장) (제4발표장) (제5발표장)
및 재료 1 및 재료 2 및 재료 3 장비시스템 1 장비시스템 2

[M301-1호] [M301-2호] [M301-3호] [M302-1호] [M302-2호]
(제6발표장) (제7발표장) (제8발표장) (제9발표장) (제10발표장)

시간 [M201-1호] [M201-2호] [M201-3호] [M302-3호] [M302-4호]

해양플랜트 수중운동체 수중운동& 비선형구조역학 시뮬레이션
위험도 모델링&수중 B1 수중 추진 B3 C1 디지털 선박 C3 해석 및 설계 기반의 조선해양

09:00-10:40 평가관리 구조/진동 연구 (최상규) 연구 (서관희) (신형철) (임용곤) (이상갑) (김봉주) 생산 기술
(서정관) (박의동) (현범수) (황호진)

10:40-11:00 휴 식

11:00-12:40 A1 A3 B1 B2 B3 C1 C2 C3 D1 D3
(남종호) (박재홍) (박준수) (김세은) (유재훈) (정준모) (송창용) (노인식) (신성철) (김현수)

12:40-13:30 중 식(3층 301호)

13:30-15:10 A2 A3 B1 B3 B3 C1 C1 C3 D2
(이경호) (노명일) (구원철) (장택수) (이춘주) (김명현) (조상래) (배동명) (류민철)



사회: 김현수사업이사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15:30~16:30

장소 : 2층 205호

분류 해당분야 상선 해양 특수선 /
구조물 기타

Key Plan(Size, G/A 등), 선실,

설계
배치, 기장, 전장, 배관 설계

및
신개념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

법규
설계방법론(최적설계, 시스템 A1 A2 A3

(A)
엔지니어링 기법, FSA 기법 등)

국제법규, 선급규칙, 표준화

해사정책, 해운물류, 인력개발 등

유체성능 (선형, 추진, 운동, 
조종성능) 관련 설계 및 해석

유체성능 유체기인 극한하중 (슬로싱, 

(B) 슬래밍, 폭발, 빙 등) 해석
B1 B2 B3

유체성능 관련 시험평가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구조성능 (구조, 진동, 소음, 
안전성 등) 관련 설계 및 해석

구조성능 극한하중 (슬로싱, 슬래밍, 

및 폭발, 빙 등)에 대한 구조성능
C1 C2 C3

재료 구조성능 관련 시험평가

(C) (모형 시험 및 실선 시운전)

신재료 (극저온, 극후판, 초강도,

비철재료 등)

생산
용접, 절단, 가공, 도장, 코팅

및
생산/건조 방법 및 공법

장비
운항 및 하역 등 관련 장비

D1 D2 D3

시스템
시스템 개발

(D)
IT기술 등 융합기술 활용

장비시스템 개발

15:30~16:00
조선생산기술의 교육과 연구; 서울대학교

그 성공모델의 허(虛)와 실(實) 교수 신종계

8000년 한민족 造船史, 60년
부산대학교

16:00~16:30 大韓造船學會史 그리고
교수 전호환

대한민국의 미래

시 간 제 목 발표자

보고: 정정훈기획이사

일시 : 2011년 6월 2일(목) 16:30~16:40

장소 : 2층 205호



세션명: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관리
(제 1발표장, 09:00-10:40, 운 자: 서정관(부산대학교), M301-1호)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관리 기술의 최신 동향
백점기(부산대학교)

Safety Systems for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Daejun Chang(KAIST)

정량적 화재 위험도평가를 위한 비선형 구조응답 해석기법에 대한 연구
김철관(대우조선해양㈜), 
김정환, 김두찬,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위험도 기반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가스감지기 설치 기법
김두찬,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중량물 낙하사고에 의한 FPSO 갑판구조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
송찬희, 홍순국, 정연환(해군사관학교), 백점기(부산대학교)

정량적 폭발 위험도 평가를 위한 Blast wall 형상에 관한 연구
김병훈, 손정민, 김상진, 백점기(부산대학교)

Blastwall 구조의 P-I Design Curve 개발을 위한 구조 응답 해석 기법
손정민, 김대현, 김상진, 김병훈,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세션명: 수중운동체 모델링 & 수중 구조/진동 연구
(제 2발표장, 09:00-10:40, 운 자: 박의동(국방과학연구소), M301-2호)

어뢰 효과도 분석용 대수상함 교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Cell-DEVS 
기반 전투 공간 모델 개발

하솔, 구남국, 이규열(서울대학교), 나 인(국방과학연구소)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의 핵심기술 및 개발 동향
나 인, 이심용(국방과학연구소)

보강 실린더 구조물의 수중 진동제어
전준철, 최승복(인하대학교), 손정우(LG전자)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
조윤식(국방과학연구소)

다양한 후미형상을 갖는 압축공기 발사 수중운동체의 동유체력
김학선, 이승수, 박초롱(충북대학교), 김동훈(국방과학연구소)

AE 기법을 이용한 샌드위치 복합재 원통의 균열 감지
박진하, 최진호, 권진회(경상대학교)

세션명: 수중운동 & 수중추진 연구
(제 4발표장, 09:00-10:40, 운 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M302-1호)

비정렬 중첩격자기법을 이용한 축류펌프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안상준, 권오준(한국과학기술원), 신용구(국방과학연구소)

무인잠수정 개발 동향 및 소요 기술
김찬기(국방과학연구소)

HILS 기반의 수중체 냉각 시스템 설계
정성 (수중운동체특화연구센터), 김지윤, 곽준호, 오진석(한국해양대학교)

잠수함용 대용량 추진전동기 기술 및 개발현황
빈재구, 공 경(국방과학연구소)

수중운동체 공동발생기의 환기공동 유동해석
김동현(부산대학교), 하콩투, 박원규, 정철민(국방과학연구소)

추진기 날개끝 형상에 따른 보오텍스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박선호, 김동환, 서정화, 이신형(서울대학교)

Manta UUV의 조종 제어에 관한 연구
김인철, 김정중, 손경호, 김준 (한국해양대학교), 이승건(부산대학교)

세션명: 디지털 선박
(제 7발표장, 09:00-10:40, 운 자: 임용곤(한국해양연구원), M201-2호)

디지털 선박의 운항지원 시스템 개발현황
이정우, 정희섭, 정봉출(대양전기공업㈜)

디지털 선박의 추진시스템 플랫폼 개발현황
김정환, 김옥수, 김종덕, 임준석(㈜마린디지텍), 
박세현(안동대학교), 김윤식(한국해양대학교)

디지털 선박 모니터링
박세현(안동대학교)

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 개발현황
박종원, 최 철, 윤창호, 임용곤, 한정희, 성소 (한국해양연구원)

e-navigation 이행 계획 개발 동향
심우성((사)한국선급), 이상정(충남대학교)

세션명: 비선형구조역학해석 및 설계
(제 9발표장, 09:00-10:40, 운 자: 김봉주(부산대학교), M302-3호)

선박의 해양플랜트 비선형구조역학 해석 및 설계 최신 동향
백점기(부산대학교)

Structural Response of Insulation Box on NO96 Membrane
Containment System

Akio Usami, Hirotsugu Dobashi(ClassNK)

부식이 이중 선체 유조선의 최종 강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김도균, 박대겸, 김상진, 박동희, 김한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재료의 인장 특성 및 판구조물의 압괴강도에 미치는 극지역 저온환경
의 향에 관한 연구

박대겸, 김도균, 장봉석, 박동희, 김대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선각최종강도 계산을 위한 설계공식 개발: Modified Paik-Mansour법
박동희, 김도균, 김한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Galerkin 법에 의한 평판이 복합하중과 불균일한 횡압력을
받을 때의 탄성대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박주혜,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세션명: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선해양 생산 기술
(제 10발표장, 09:00-10:40, 운 자: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M302-4호)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설계 및 분석 프로세스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조립공장 적용 사례
이필립, 최양열(㈜지노스), 이동건, 백명기(서울대학교),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 구성 자동화를 위한
Multibody Formalism 개발

구남국, 조아라, Martin Friebe, 이규열(서울대학교)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선박 블록 배량 부하평준화에 대한 연구
황인혁, 이승윤, 남승훈, 신종계(서울대학교), 
류철호(인하공업전문대학)

3D 선체 모델과 어셈블리 트리를 이용한 정반배치 시스템
개발 방법론 연구

조두연, 차주환(목포대학교), 노명일(울산대학교), 
최형순(인포겟시스템),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6월 3일(금)



좌장：이순섭(경상대학교)

위험도 기반 선박 안전설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이순섭(경상대학교), 이종갑(한국해양연구원)

조선PLM 통합 BOM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기반 관계정
보 생성 및 적용방안

김정현(대우조선해양㈜), 손명조, 김태완(서울대학교), 강승철(PTC코리아)

3차원 가상현실을 이용한 선박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개발
김보람, 김태완(서울대학교), 모남진(PTC코리아)

좌장：이장현(인하대학교)

Safe Return to Port Rule 적용여부에 따른 크루즈선의 Power
Distribution System 위험도 분석

이재복, 정소연, 양 순(서울대학교), 김형주(삼성중공업㈜)

여객선의 탈출설비 및 해석에 관한 설계절차 정립
김주한, 김호은, 윤규환, 최수원, 배홍석, 조태익(대우조선해양㈜)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의장 시스템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

김형주, 윤여표(삼성중공업㈜), 양 순, 정소연, 이재복(서울대학교)

여객선의 Safe Return to Port 설계적용 사례
김호은, 최수원, 김주한, 윤규환, 조태익(대우조선해양㈜)

Safe Return to Port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윤여표, 문경태, 김기정, 박건일(삼성중공업㈜)

좌장：안형택(울산대학교)

Moment-of-Fluid 방법과 안정화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자유표면 유동계산
안형택(울산대학교)

SPH법을 이용한 2차원 비압축성 유체의 유동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
김철호, 이 길, 정광열(인하대학교)

Barge Type 선박의 자유수면 유동해석 기법 연구
박경령, 홍춘범, 김주성, 안성목(삼성중공업㈜)

모멘텀 슬래밍을 고려한 선체 운동 및 파랑하중 해석
황지희, 박인규, 구원철(울산대학교)

좌장：안경수(현대중공업㈜)

선미 벌브 스케그가 선박 조종성능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안경수, 성 재, 신상성, 이태일(현대중공업㈜)

충돌회피시스템의 Emergency Case 연구
유 준, 이기표(서울대학교)

비선형 선박운동을 고려한 대파고 파랑 중 조종성능에 대한 연구
서민국, 김용환, 김경환(서울대학교)

고속선의 항주 속도에 따른 수평면 동적안정성 판별
김동진, 유 준, 이재훈, 고진용, 이기표(서울대학교)

좌장：안병권(충남대학교)

연근해 어선용 프로펠러의 추진성능 연구
이건화, 장현길, 안병권, 이창섭(충남대학교), 
문일성(한국해양연구원), 강대선(선박안전기술공단)

부가질량을 고려한 몰수체의 고유진동수 해석
장현길, 안병권, 노인식, 이창섭, 홍창호(충남대학교)

혼-타 뒷날에 붙은 회전자가 타 성능에 미치는 향에 관한 수치적
연구

오정근, 김효철(인하대학교)

수치해석을 이용한 포드 전동 추진 장치의 성능추정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좌장：이제명(부산대학교)

종부착판의 용접 연결부 피로수명 추정에 대한 임계거리법의 적용
양박달치, 송준규(울산대학교)

수정S-N곡선법을 이용한 십자형 용접연결부의 피로수명 추정
양박달치, 김미경(울산대학교), 안정현(윙쉽테크놀로지)

블록 맞대기 용접부 종통재 너클 각도에 따른 강도 평가
임형균, 신준식, 서호원(㈜현대미포조선), 한성우, 이주성(울산대학교)

ASME BTH-1을 적용한 리프팅 러그 설계 및 강도해석
서순기, 김경래, 엄성섭, 서용석((주)TMS)

좌장：김 복(경남대학교)

해양구조물 설계 코드에 기반한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 개발
김을년, 정장현(현대중공업㈜), 장준태(라온엑스솔루션즈㈜)

자유낙하식 구명정의 가속도 응답 평가를 위한 LS-DYNA에서의 다중
물질 ALE의 구현

자키, 배동명(부경대학교)

해저 파이프 설치 및 해양 구조물 Lifting Crane 선박의 구조 안전성
평가

차계원, 황상욱(대우조선해양㈜)

Converted FPSO의 구조강도 해석에 관한 연구
정윤석, 신창혁, Dung HUYNH DUC, 박봉균(프랑스선급협회)

제7발표장, 13:30-14:50, C2, M201-2호

제6발표장, 13:30-14:50, C1, M201-1호

제5발표장, 13:30-14:50, B3, M302-2호

제4발표장, 13:30-14:50, B1, M302-1호

제3발표장, 13:30-14:50, B1, M301-3호

제2발표장, 13:30-15:10, A3, M301-2호

제1발표장, 13:30-14:30, A1, M301-1호

6월 2일(목)



좌장：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빙충돌 시험법 개발 및 선체-빙 충돌하중 추정식 개발
최혜연, 김성진, 김슬기, 이제명(부산대학교)

빙해선박 강재의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민덕기(㈜현대미포조선), 허 미, 조상래(울산대학교)

내빙선박 선측 구조물의 손상사례 고찰
민덕기(㈜현대미포조선), 조상래(울산대학교)

빙의 재료특성이 빙-선체 충돌 거동에 미치는 향
이재만, 노인식, 기민석(충남대학교),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좌장：김호경(STX조선해양㈜)

선박디젤엔진의 슬로우다운 알람 상황 해결을 위한 퍼지논리 기반
고장진단 프로그램

이현호(삼성중공업㈜), 손명조, 김태완(서울대학교)

강판-대기 온도차에 따른 선체블록 주판의 부가 면외변형 예측
하윤석, 이명수(삼성중공업㈜)

부식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부식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개발
김 훈, 김 복, 박준수(경남대학교), 
정인출, 정현주(STX조선해양㈜), 조 욱((주)레디오스), 
이승환((주)케이씨), 도희찬((주)유리정보)

선박 생산공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초기
아키텍처 수립

이광국, 김 훈, 김 복(경남대학교), 김호경(STX조선해양㈜)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이석현, 유지헌, 김현철, 장석민, 임래수, 김호경, 허주호(STX조선해양㈜)

좌장：김국현(동명대학교)

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
박승태, 조승구(ATENG), 박승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종일(동의대학교)

조선 협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업 체계 및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현

윤 주, 이석태, 소승욱, 서흥원, 한성환(대우조선해양㈜), 
조대 (대우정보시스템), 송재민(㈜엠로)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박승태, 홍석균(ATENG), 박승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종수(부경대학교)

선박해양구조물의 수명주기 내 유지보수 정보 수집을 위한 PEID 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전정익, 이장현, 손금준, 한은정(인하대학교)

선체외판 변형이 수상함 RCS에 미치는 향 고찰
김국현(동명대학교), 조대승(부산대학교)

좌장：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Aveva Marine 기반의 유사선 블록모델 부재 경계정보 및 스펙 일괄
변경 알고리즘

이현덕(대우조선해양㈜), 손명조, 오민재, 김태완(서울대학교)

개정된 확률론적 손상복원력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및 고찰
신혁선, 남종호(한국해양대학교)

좌장：이경호(인하대학교)

Subsea Production System 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Multiple well
tie-back을 중심으로

유원우, 양 순(서울대학교)

LNG FPSO의 Liquefaction Process을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
구남국, 이준채, 황지현, 이규열(서울대학교), 노명일(울산대학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USN 기반의 선박 내 화재 대피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이광, 이경호, 김대석, 이정민, 김진호(인하대학교)

좌장：박재홍((사)한국선급)

시스템엔지니어링 절차를 적용한 임무기반 함정 설계 기법의 활용 및
효과도 연구

정연환, 이형민, 주성열(해군사관학교)

함정 생존성 향상설계를 위한 요구조건 개발에 관한 연구
신윤호,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국외 선급의 생존성 관련 함정규칙 현황 분석
신윤호,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박재홍((사)한국선급)

쌍동선 설계규정 검토를 위한 규정 비교 및 구조해석
김병종, 이장현(인하대학교), 권수연(선박안전기술공단),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해군 함정 내부 격실의 Wireless-LAN 환경 제공을 위한 Path Loss
Model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조현진, 정연환(해군사관학교)

좌장：노명일(울산대학교)

레저보트 설계를 위한 디지털 목업 개발
오대균, 이경우, 이창우(목포해양대학교), 진현진(신우산업㈜)

파라메트릭 설계법에 의한 고속파워보트 설계를 위한 연구
정요한, 유재훈(목포대학교)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크루즈선의 편의 지향 설계
송에스더, 노명일(울산대학교)

NAPA를 이용한 여객선의 FIRE INSULATION PLAN 작성
최수원, 김호은, 손 택(대우조선해양㈜)

2009 SOLAS 손상 복원력 기준의 Stockholm Agreement에 대한
동등성 평가 연구

이건호, 장학수, 고단비(삼성중공업㈜)

제2발표장, 13:30-15:10, A3, M301-2호

제2발표장, 11:00-12:40, A3, M301-2호

제1발표장, 13:30-14:30, A2, M301-1호

제1발표장, 11:00-11:40, A1, M301-1호

6월 3일(금)

제10발표장, 13:30-15:10, D3, M302-4호

제9발표장, 13:30-15:10, D1, M302-3호

제8발표장, 13:30-14:50, C3, M201-3호



좌장：최상규(삼성중공업㈜)

Free Surface Wave by Circular Cylinder
B.S. Yoon, Y.A. Semenov(University of Ulsan)

CFD 저항자항 해석용 격자 자동화
최상규, 김희택, 배준환, 김수형(삼성중공업㈜)

CFD를 활용한 저항, 자항 추정법 개발
김희택, 최상규, 홍춘범, 김진수(삼성중공업㈜)

CFD를 활용한 선박의 자항 성능 추정 방범 검토
홍석진, 박성우(㈜TMS)

좌장：박준수(경남대학교)

파라메트릭 롤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김태 , 박동민, 김용환(서울대학교)

모형시험을 통한 컨테이너 운반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특성 평가
최주혁, 이현호, 정병훈(현대중공업㈜)

낙하실험을 통한 슬래밍 하중에 대한 탄성 향 연구
서병천, 김재훈, 신재완, 채상훈, T. D. Pham, 신현경(울산대학교)

Numerical Simulation for a Nonlinear Deformable Structure
Interacting with Free Surface

Kwang-Jun Paik(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Pablo M. Carrica (IIHR-Hydroscience and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Iowa)

좌장：구원철(울산대학교)

대형 유조선의 저항 및 추진성능에 대한 축척효과의 수치적 연구
최정은, 김정훈(현대중공업㈜), 이홍기(울산대학교)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선박의 속도 성능에 미치는 향 연구
장진호, 김정중, 유성선, 서종수, 진창훈, 백준명(삼성중공업㈜), 이인원
(부산대학교)

배열에 따른 두 원주 주위 유동장 해석
박준수(경남대학교), 이상범, 최 명, 박정호, 권순홍(부산대학교)

반구형 실린더 주위의 자연공동 및 환기공동 전산유동해석
김호윤, 하콩투, 박원규(부산대학교), 정철민(국방과학연구소)

좌장：김세은(삼성중공업㈜)

5MW Spar Type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의 운동해석
김민수, 이강수, 김만응((사)한국선급), 신현경(울산대학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의 실험 및 수치 시뮬레이션
Pham Thanh Dam, 서병천, 김재훈, 신재완, 
채상훈, 신재완, 신현경(울산대학교)

실린더형 FPSO의 운동성능 향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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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ystems for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Daejun Chang (KAIST) 

 

Abstract 

 

Safety systems for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in offshore installations lie in several layers, 

meaning that fire and explosion risk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scenarios showing 

the acceleration or stoppage of the initial event follow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safety systems. Even though reliability-based approach is being commonly employed for 

the safety-instrumented systems (SIS’ s), the risk assessment does not consider the 

reliability of the SIS’ s in a systematic way.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risk assessment and the reliability of the implemented SIS’ s for fire and explosion 

protection. Especially, the gap seems significant for the fire and gas detection systems 

since the detectors are usually working via voting logic where the minimum number of 

detectors should confirm detection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hazard. Because their 

detection is largely affected by the magnitude or size of the fire and gas, the reliability of 

the detection systems should be determined with the dependence of the detection failure 

on the hazard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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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화재 위험도평가를 위한 비선형 구조응답해

석기법에 대한 연구 

 

1 김철관(대우조선해양), 2 김정환, 김두찬,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요 약 

 

해양구조물에서의 화재사고는 인명, 환경, 경제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다. 화재는 

이러한 해양 구조물의 사고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소 중 하나로, 근래에는 화재에 관련된 사

항들이 각종 규정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 기법에 고려되고 있으며, 정량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화재의 영향에 대한 수치적이고 정확한 계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화재에 대한 구조 영향의 정량적 평가 기법 고안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초기 

연구의 일환으로, 열 전도 및 비선형 구조해석 기법에 대한 검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증 작업은 화재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한요

소 해석은 LS-DYNA 를 이용하여 열전도 해석과 구조해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링 및 해석 기법은 화재를 고려한 비선형 구조해석에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Keywords: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열전도해석, 구조해석,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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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반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가스감지기 설치 기법 

 

김두찬,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부산대학교) 

 

요 약 

 

The occurrence of gas leaks in ships and offshore plants, if undetected, can lead to a 

formation of a concentrated gas cloud that is capable of explosion and fire accidence. An 

effective gas detection system is one that can reduce the risk of such catastrophic 

scenario by automatically alarming and initiating isolation and mitigation procedures. In this 

study, a risk-based methodology is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different gas 

detector locations and to optimize these locations to detect the most frequent gas leak 

scenarios. These results are then post-process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mbinations 

of fire and gas detector locations. A simple generic case study is provided to illustrate the 

benefits of the developed methodology. 

 

Keywords: Risk assessment (위험도), Fire (화재), Gas explosion (가스 폭발), Gas 

Detector (가스 감지기), Offshore plant installation (해양플랜트설비), CFD(계산유체역학), 

Gas dispersion Analysis (가스확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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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낙하사고에 의한 FPSO 갑판구조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 

 

1 송찬희, 홍순국, 정연환(해군사관학교), 2 백점기(부산대학교) 

 

요 약 

 

심해에서의 유전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해유전개발에 사용되는 

해양구조물들이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FPSO 가 현재 심해 유전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해양 생산설비이다. FPSO 는 부유식 석유 생산/저장/하역 기능을 갖춘 

해양구조물로써 폭발, 화재, 낙하물 사고, 플레어 방사열 등 가동 시 위험인자의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여 진다. FPSO 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 별도의 Dry-docking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위험도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PSO 의 사고 위험요인 중 상부(Topside)에서 크레인 가동 시 발생 

가능한 중량물 낙하사고에 의한 갑판구조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낙하물인 파이프가 갑판에 떨어져 충격을 

주었을 때의 갑판 구조에 충격하중이 작용하는 것에 의한 갑판의 동적구조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3D 를 

사용하였으며, 모형실험을 통하여 유한요소해석법의 유용성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함정에 적용하여 전투환경에서의 적의 피격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충격하중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함정의 생존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체에 작용하는 다양한 충격하중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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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폭발 위험도 평가를 위한 Blast wall 형상에 

관한 연구  

 

김병훈, 손정민, 김상진, 백점기(부산대학교) 

 

요 약 

 

산업 현장에서의 폭발 사고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되어왔으며, 특히 심각한 피해를 초

래했던 영국의 Buncefield 폭발 사건(2005 년 12 월 11 일) 이후로 산업 분야에서 Blast wall

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Blast wall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Corrugation 의 다양한 형상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정량적 위험도를 평

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Corrugation 의 굴곡 각과 폭 및 깊이 값을 달리하여 다양한 

model 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 다른 Corrugation 형상을 가진 Blast wall 모델에 대해 비

선형 구조해석 기법을 사용하는 LS-dyna 를 활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른 형상에 따른 최대 처짐 및 영구 처짐 값을 예측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Blast wall 의 가장 이상적인 형상의 corrugation 을 제안하고 있으며 다

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형상의 Blast wall 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Keyword: Explosion, FPSO, Blast wall, Buncefield, Corrugation,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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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wall 구조의 P-I design curve 개발을 

위한 구조 응답해석 기법 

 

손정민, 김대현, 김상진, 김병훈, 서정관, 김봉주, 백점기 

 (부산대학교) 

 

요 약 

 

현재 인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육상의 자원은 점점 고갈하게 되어 해상 

자원으로 관심을 옮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 자원을 채취 할 수 있는 FPSO 와 같은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며, 해양플랜트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Piper Alpha 와 

Deepwater Horizon 과 같은 사고는 해양플랜트 사고 중 가장 위험한 화재, 폭발 사고로써, 

막대한 인명 및 재산 그리고 환경적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의 주요자산과 인명을 보호 할 수 있는 Blastwall 의 올바른 설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과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 기법 (NLFEM) 을 

사용하여 폭발하중에 대한 FPSO Topsides Blastwall 구조의 최대 변형량과 영구 변형량을 

계산 및 SDOF 와 NLFEM 을 비교 분석을 통해 Blastwall 구조 응답해석 기법을 확립하였다. 

이들의 방법으로 Blast Wall 구조의 P-I design curve 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Pressure 값과 

Impulse 값에 따른 영구 변형량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폭발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 해석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FPSO Topsides, Blastwall, P-I curve, SDOF, NLFEM, 구조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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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 효과도 분석용 수상함 교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Cell-DEVS 기반 전투 

공간 모델 개발 
 

하솔(서울 학교 학원 조선해양공학과), 구남국(서울 학교 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이규열(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나영인(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잠수함, 수상함, 어뢰와 같은 함정 및 무기 체계의 개발 단계에서 교전 시 전술의 효용성과 체계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해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이 널리 사용된다.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서 잠수함, 수상함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을 플랫폼 모델이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모델 간에 위치, 
탐지 반경과 같은 주요 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한다. 특히 교전을 위한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탐지 
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자체 소음이나 각종 음향 신호는 해수의 온도와 밀도, 해저면 재질, 파고 
등과 같은 전장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장 환경 요소 및 플랫폼 모델 
간 상호 교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투 공간 모델(Battle Space Model)을 구성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은 전장의 지형 정보와 환경 정보를 저장하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모델, 
플랫폼 모델로부터 방사(emission)되는 정보를 범위 내의 다른 플랫폼 모델로 전달하는 Propagator 
모델, 플랫폼 모델의 주요 정보를 저장하는 Logger 모델, 그리고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encounter) 시점을 예측하는 Spatial Encounter Predictor(SEP) 모델로 구성된다. 또한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형식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플랫폼 모델과 추가 작업 없이 직접 연결하기 
위해, 전투 공간 모델 또한 동일한 형식론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Propagator 모델과 GIS 
모델은 전장 환경을 3 차원 공간 상의 격자 구역으로 분할하여 구성한 Cell-DEVS 형식론을 
적용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하여 어뢰의 적수상함 탐지 과정을 계산하는 기존 시뮬레이션을 
재구성 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시뮬레이션에서 플랫폼 모델이 각자 관리하던 
전장 환경 요소를 전투 공간 모델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플랫폼 모델을 단순화 할 수 있었다. 또한 
플랫폼 모델은 다른 플랫폼 모델과의 정보 교환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전투 공간 모델과의 정보 
교환만을 고려함으로써, 플랫폼 모델을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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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선진국에서는 잠수함, 수상함, 어뢰가 같은 함정 및 무

기 체계의 개발 단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위험성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조 전 설계 안을 미리 검토하고 설계 안
의 성능을 분석, 검증, 평가할 수 있는 Modeling & 
Simulation(M&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체계를 효과적으
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종 전술에 
한 체계의 효과도를 분석하여 무기 체계의 사양이나 부체계의 
사양을 도출하고 이에 한 적절성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군 요구 분석이나 체계 효과도 분석은 체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에 

해 잠수함, 수상함, 어뢰 등과 같은 함정 및 무기들의 효과도
를 분석하기 위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구
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 1은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는 잠수함, 수상함, 어뢰 등이 참
가하여 다양한 전술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교전을 수행한다. 시
뮬레이션 내에서 잠수함, 수상함, 어뢰와 같이 독립적으로 동작
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플랫폼 모델
이라고 한다.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각각의 플랫폼 모델들은 
Fig. 2의 구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간의 교전을 위해 명령 
받은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통신 및 탐지를 위한 전자파와 음향 
신호를 주고 받으며, 교전 시 발생하는 무기의 폭발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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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oncept of underwater warfar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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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onfiguration of underwater warfare simulation 
플랫폼 모델의 이동, 플랫폼 모델 간 정보 교환, 그리고 무기 

폭발과 같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동작 원리들은 모두 교전이 
발생하는 전장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전장 환

경은 기본적으로 공기와 해수라는 매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
전에 참가하는 플랫폼 모델들은 매질의 특성이나 움직임에 영향
을 받는다. 잠수함이 적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함에
서 발생하는 소음을 중간 매개체인 해수를 통해 전달 받는다. 이 
때 수온, 염도와 같은 해수의 특성에 따라 소음의 세기가 줄어들
거나 진행 방향이 변경되고, 다른 전장 환경 요소에 의해 각종 
교란 신호(noise)가 섞이기도 한다.  

부분의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주변 환경 요소
에 의한 영향을 플랫폼 모델 내에서 직접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
폼 간의 정보 교환도 플랫폼 간에 직접 상호 교환한다. 따라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 전장 환경을 묘사하는 시뮬레이
션 모델을 추가한다면, 각각의 플랫폼 모델에 분산된 전장 환경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교환 정
보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장 환경 요소 및 플
랫폼 모델 간 상호 교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투 공간 모
델(Battle Space Model)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1) 전장 환경 요소에 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교환 정보를 전투 공간 모델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다수의 플랫폼 모델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전장 환경 요소가 음향 정보에 주는 영향을 플랫폼 모델에
서 계산하는 신 전투 공간 모델이 계산함으로써, 플랫폼 모델
을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다 현실성 있는 시뮬
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4) 전투 공간 모델이 플랫폼 모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
써,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건너뜀
으로써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어뢰B
폭발

아어뢰A
폭발

폭발

폭발 적수상함
위치,속도

위치,속도

적수상함
위치,속도

아잠수함
위치,속도

위치,
속도

Jammer
on/off

Jammer
on/off

위치,속도

Decoy
위치,속도

아잠수함위치,속도

적어뢰
위치,속도

위치,
속도

적어뢰
폭발

폭발

적수상함

전투 공간 모델
(Battle Space Model)

위치,속도,
센서 범위

음향 신호
음향
신호

위치,속도,
센서 범위

위치,속도,
센서 범위

음향
신호

Decoy

Jammer아어뢰 A

적잠수함 적어뢰

아잠수함

아어뢰 B 음향
신호

위치,속도,
센서 범위

위치,속도,
센서 범위

위치,속도,
센서 범위

음향
신호

음향 신호

위치,속도,
센서 범위

음향 신호

위치,속도,
센서 범위

아어뢰A
명령

명령

명령

아어뢰B
명령

Jammer
명령

Decoy
명령

명령

명령

적어뢰
명령

명령  Fig. 3 Configuration of underwater warfare simulation with battle space 
model 

본 논문에서는 전투 공간 모델을 다양한 수중운동체 교전시뮬
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규격화된 모델 
구조인 이산 사건(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 
및 이산 시간(Discrete Time System Specification; DTSS) 시뮬
레이션 모델 형식론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전장 환경 내
의 각종 주요 정보와 발산 정보를 3차원 공간 상에서 현실적으
로 구성하기 위해 격자 기반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Cell-



 

 

DEVS)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전투 공간 모델과 이산 사건 및 이산 시

간 시뮬레이션 형식론에 한 관련 연구 현황에 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개발한 전투 공간 모델의 개념에 해 설명한다. 4장
에서는 전투 공간 모델의 세부 구조와 동작 원리에 해 설명한
다. 5장에서는 전투 공간 모델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2.1. 효과도 분석 
 
국방 분야에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

은 목적에 따라 크게 전구급, 임무/전투급, 교전급, 공학급 모델
의 네 가지 계층적 모델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교전급 모델은 
전투 체계 개발을 위해 살상율, 치사율, 생존율 등과 같은 
Measure of Effectiveness(MOE)라 불리는 척도를 제공한다. 그
리고 공학급 모델은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개별 무기 체계의 성
능 지수에 해당하는 Measure of Performance(MOP)를 제공한다. 

Mjelde(1977), 윤현규(1996), 하솔 등(2010) 등은 수상함 
및 잠수함 교전 시 어뢰의 탐지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한 수중
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Akbori(2004), Cho 등
(2007), Seo 등(2011)은 어뢰 공격에 한 회피 성능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4 Overall model structure for underwater warfare (Seo et al., 2011) 
Fig. 4는 Seo 등(2011)이 사용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

션의 모델 구성도이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잠수함, 수상함, 
어뢰, 디코이와 같은 플랫폼 모델들은 시뮬레이션 수행 시 적군 
탐지를 위한 주요 정보를 상호 간에 직접 주고 받는다. 만약 시
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변경하여 다른 플랫폼 모델이 추가된다면, 
기존의 플랫폼 모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야 
하며, 추가된 플랫폼 모델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기존의 플랫폼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듯 
기존의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서 플랫폼 모델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특정 시나리오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었다. 

2.2. 전투 공간 모델 
 

Zeigler 등(1999)과 Sarjoughian 등(2001)은 교전 시뮬레이션
이 발생하는 전장 환경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간 모델
(Space Model)을 제안하였다. Zeigler 등과 Sarjoughian 등은 공
간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플랫폼 모델을 중립
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해 플
랫폼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었다. Fig. 5는 Zeigler 등과 
Sarjoughian 등이 제안한 공간 모델의 구성 요소와 교전 시뮬레
이션에 참여하는 플랫폼 모델 간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제안
한 공간 모델은 Propagator, Logger, Spatial Encounter 
Predictor(SEP),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의 4가지 
모델로 구성된다. 각각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Fig. 5 Configuration of warfare simulation using battle space model 
(Ziegler et al., 1999; Sarjoughian et al., 2001) 

 
1) Propagator: 플랫폼 모델이 발산하는 음향/전자파 신호, 

무기의 폭발에 의한 충격을 영향 범위 내에 있는 다른 플랫폼 모
델로 전달 

2) Logger: 플랫폼 모델의 위치, 자세, 탐지 반경 등과 같은 
주요 정보 관리 

3) Spatial Encounter Predictor: 충돌, 탐지와 같이 플랫폼 모
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encounter)하는 시점을 예측(predict)
하여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건너뜀 

4)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전장의 지형 정보, 
환경 정보를 관리 

 
Chi 등(2009)과 정찬호 등(2009)은 Zeigler 등과 Sarjoughian 

등이 제안한 공간 모델에 다음의 2가지 모델을 추가하였다. 
  
1) Selector: 플랫폼 모델과의 데이터 교환 시 중개 역할을 담

당 
2) Environment: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장 환경 정보를 관

리 (GIS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전장 환경 정보를 관리) 
Selector를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모델과 공간 모델 간의 연결 

편의성을 추가하였으며, Environment를 추가함으로써 환경 정보
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와 불변하는 정보로 구분하였다. 

 
 



 

 

2.2.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형식론 
 

사건에 따라 모델의 상태를 변경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는 것을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 모
델이 특정 상태일 때는 단위 시간마다 상태 변수를 계산하여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Discrete Time 
Simulation)이라고 한다. Ziegler 등(2000)과 Praehofer(1992)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과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구
현할 수 있는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과(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 이산 시간 시스템 형식론(Discrete Time 
System Specification; DTSS)을 제안하였다. 방경운(2006)과 차
주환 등(2008)은 Ziegler 등과 Praehofer가 제안한 형식론을 참
고하여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과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커널을 개발하고, 이를 조선 공정의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한편, Wainer(2009)는 자연계 현상을 국부적인 관계에 의해 
표현하는 이산적인 동적 시스템인 cellular automata 개념에 
Zeigler 등이 제안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DEVS 
formalism)을 결합한 Cell-DEVS 형식론을 제안하였다. 격자 기
반의 공간으로 묘사된 cellular automata 시스템에서 각각의 cell
을 DEVS 형식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로 구성함으로써, 
cell의 특성과 인접한 cell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규칙을 효율적
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Cell-DEVS 형식론을 사용하면 모델의 
현재 상태에 따라 활성화 된 cell 들만의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확장성 측면에서 DEVS 형식론 기반의 다른 시뮬레이션 모
델과의 연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Zeigler 등과 Sarjoughian 등이 제안한 
전투 공간 모델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 구성 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요소와 이산 시간 시뮬레이션 요소를 분
리하여 구성하기 위해 방경운(2006)과 차주환 등(2008)이 개발
한 시뮬레이션 커널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투 공간 모델에서 전
장 환경과 관련되는 요소인 Propagator, GIS 모델은 Wainer가 
제안한 Cell-DEVS의 개념을 적용하여 격자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Table 1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 전투 공간 모델 
구성 요소 

시뮬레이션 
모델 형식론

Zeigler 등, 
Sarjoughian 

등 
Propagator, Logger, 

SEP, GIS 
(총 4 개) 

DEVS 

Chi 등, 
정찬호 등 

Propagator, Logger, 
SEP, GIS, 

Selector, Environment 
(총 6 개) 

DEVS 

본 연구 
Propagator, Logger, 

SEP, GIS 
(총 4 개) 

DEVS/DTSS,
Cell-DEVS 

 

3. 전투 공간 모델 
3.1 전투 공간 모델의 구성 요소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투 공간 모델은 Fig. 6과 같이 

Propagator, Logge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Spatial Encounter Predictor(SEP) 의 4개 모델로 구성된다. 전
투 공간 모델을 구성하는 4개의 모델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Battle Space Model

Spatial
Encounter
Predictor

(SEP)

Logger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Propagator

Platform
Model #1

Platform
Model #2

 Fig. 6 Configuration of battle space model 
 
1) Logger 
Logger는 플랫폼 모델의 위치, 자세, 탐지 범위 등과 같은 주

요 정보를 관리,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Logger에서 관리하
는 정보는 플랫폼 모델의 개략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로써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모든 플랫폼은 자신의 상태가 갱신될 때
마다 Logger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플랫폼 모델로부
터 전달 받은 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Logger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시뮬레이션 수행 시 
Propagator와 Spatial Encounter Predictor에서 사용될 수 있으
며, 시뮬레이션 종료 후 시뮬레이션 재연(replay) 등에 활용될 수 
있다. 

 
2) Spatial Encounter Predictor (SEP)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면 잠수함, 수상함 등의 

플랫폼 모델은 초기 시작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그
러나 초기 상태로부터 충돌, 탐지와 같은 플랫폼 모델 간 상호 
작용이 발생하기까지는 시뮬레이션의 초기 입력 정보에 따라 많
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Spatial Encounter Predictor (SEP)
는 전투 공간 모델 내에 존재하는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
(encounter)을 예측(predict)하고 시뮬레이션 시간을 상호 작용
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건너뛰는 역할을 담당한다. 효과도 분석
과 같이 다수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SEP를 
이용하여 플랫폼 모델 간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뮬레이
션 시간을 건너뛰면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모
델의 기동 정보와 상호 작용 발생 범위를 알아야 한다(Lee, 



 

 

2001). 예로서 잠수함과 수상함 간의 탐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SEP 모델은 잠수함과 수상함이 어떤 경로를 따라 어떤 속
도로 움직이는가에 한 기동 정보를 알아야 하며, 잠수함과 수
상함의 탐지 반경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참가하
는 모든 플랫폼 모델은 기동 정보와 상호 작용 발생 범위와 관련
된 정보를 갱신 시 마다 Logger 모델로 전송하며, SEP 모델은 
Logger 모델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 발생 시점을 
예측한다. 상호 작용 발생 범위는 상호 작용의 종류(탐지, 폭발, 
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3)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는 전장 내의 지형 정보

와 환경 정보를 관리하는 모델이다. 전장의 지형 정보와 환경 정
보는 사전에 정의되어 전투 공간 모델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다. GIS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정보를 갱신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Propagator 
Propagator는 플랫폼 모델의 공격에 의한 폭발과 플랫폼 모

델이 발산한 소리, 신호에 해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는 다른 플
랫폼에게 해당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수
상함에서 발생된 자체 소음이 수중 환경 내에서 주변으로 방사
되어, 이를 근처에 위치한 잠수함이 탐지하는 과정을 고려하자. 
이 때 수상함에서 발생된 소음은 근처 잠수함으로 전달되기까지 
강도가 약해지고, 거리에 따른 시간차도 발생한다. 또한 수중 환
경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란 신호(noise)의 영향도 받는다.  

Propagator는 각 플랫폼 모델에서 발산하거나 반사되는 소음
(acoustic emission), 전자파(electromagnetic emission), 그리고 
외부 공격에 의한 주변 폭발(explosion) 시 발생하는 압력파
(pressure wave)를 근처의 플랫폼 모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 시에는 중간 매개체에 해당하는 해수, 공기 등의 영향을 고
려하여 전달 손실(propagation loss), 시간차(delay), 그리고 주
변 환경에 의한 교란 신호 등을 반영한다. 여기서 전달 손실이란 
소스 신호(source signal)가 상까지 이동할 때 신호의 강도가 
상쇄되는 것을, 시간차는 소스 신호가 발생한 지점에서 상까
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두 항목은 전달 거리와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3.2 전투 공간 모델의 주요 기능 

 
전투 공간 모델을 구성하는 4개 모델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Fig. 7과 같이 어뢰의 적수상함 탐지 과정을 예로서 설명한
다. 

시뮬레이션의 초기 조건은 아잠수함이 적잠수함을 탐지한 후 
적수상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 완료한 직후로 가정하였다. 또한 
어뢰 발사 직후 아잠수함은 더 이상 적잠수함을 탐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발사된 아어뢰는 어뢰의 탐지 반경 내에 적
함이 위치할 때까지 직진하며, 어뢰의 탐지 반경 내에 적함이 위

치한 이후부터는 탐색 작업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이 시작(t=0)되면 아잠수함, 발사 완료된 아어뢰, 

적수상함과 같은 플랫폼 모델은 자신의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Logger 모델로 위치, 자세, 탐지 범위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전
송한다. Logger 모델은 플랫폼 모델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는 즉
시 이를 현재 시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Spatial 
Encounter Predictor(SEP) 모델은 Logger 모델에 의해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된 플랫폼들의 주요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t=0)
에서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Submarine
(Friendly)

Seabed

Battleship
(Enemy)

Detecting Range
of Torpedo

Torpedo
(Friendly)

t=0

t=0

 Fig. 7 전투 공간 모델을 이용한 아어뢰의 적수상함 탐지 과정: 어뢰 발사 
직후 (t=0)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점(t=0)에서 적수상함은 아
어뢰의 탐지 반경 내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어뢰와 적수상
함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SEP 모델은 아어뢰의 속도, 자세, 탐지 반경, 그리고 적수상
함의 속도와 자세를 이용하여 적수상함이 아어뢰의 탐지 반경 
내에 들어오는 시간(t=5)을 계산하고,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계산한 시간(t=5)으로 건너뛴다(Fig. 8참조). 

 
Seabed

Battl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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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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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전투 공간 모델을 이용한 아어뢰의 적수상함 탐지 과정: Spatial 
Encounter Predictor를 이용한 상호 작용 시점 예측 (t=0 t=5) 

SEP 모델에 의해 아어뢰와 적수상함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
하는 시점(t=5)으로 시뮬레이션 시간이 진행되면 적수상함은 아
어뢰의 탐지 반경 내에 위치하게 된다.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면, Propagator 모델은 발생한 상호 작용(탐지, 충
돌, 폭발 등)을 처리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Propagator 모
델은 Fig. 9와 같이 적수상함에서 발생한 음향 신호가 다른 플랫



 

 

폼 모델(아어뢰, 아잠수함)로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각
종 계산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아어뢰가 적수상함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Propagator 모델은 적수상함(음원)이 발생시키는 음향 신호에 
전달 손실, 자연 소음, 반향음을 반영하여 아어뢰로 전달한다. 
이 때, 계산 시 필요한 각종 환경 정보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모델로부터, 플랫폼 모델 관련 정보는 
Logger 모델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달받는다. 아어뢰의 
탐지 과정 중 Propagator 모델에서 계산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
다. 

Seabed

Battleship
(Enemy)

Submarine
(Friendly)

Torp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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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Loss

Sound
Source

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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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전투 공간 모델을 이용한 아어뢰의 적수상함 탐지 과정: 교전 시작 및 
Propagator를 이용한 음향 신호의 교환 (t=5) 

1) 전달 손실(Propagation Loss): 음파가 수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파의 물리적 성질/환경적 요인에 의해 음파의 세기
가 감소하는 것 

2) 자연 소음(Ambient Noise): 해수의 흐름, 해상 교통, 해양 
생물, 강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 수중 소음 

3) 반향음(Reverberation): 경계면 또는 부유 물질에 의해 산
란된 음파 중에서 입사 음파의 음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음파 

 
3.3 전투 공간 모델의 설계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한 전투 공간 모델을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시스템 형식론(DEVS/DTSS formalism)을 이용하여 구
성하였다. Fig. 10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투 공간 모델의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전투 공간 모델의 구성 요소 중 Logger 모
델과 SEP 모델은 DEVS/DTSS 형식론 기반의 atomic 모델로 구
성하였다. GIS 모델은 3차원 공간 상에서 격자로 나누어진 구역 
별로 전장 환경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Cell-DEVS 형
식론 기반의 coupled 모델로 구성하였다. Propagator 모델도 지
정된 위치에서 주위로 발산되는 정보를 3차원 공간에서 관리하
기 위해 Cell-DEVS 형식론 기반의 coupled 모델로 구성하였다. 
Cell-DEVS 기반의 coupled 모델 구성 시에는 현재 cell과 직접 
맞닿은 cell을 연결하는 von Neumann 방식을 사용하였다(Fig. 
11(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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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Overall model structure of battle space model 
 

(a) (b) (c)  Fig. 11 Widely used neighborhoods: (a) Moore; (b) von Neumann; (c) 
extended von Neumann (Wainer, 2009) 

각각의 플랫폼 모델은 전투 공간 모델과 정보 교환을 위해 플
랫폼의 주요 정보를 주고 받는 ‘Information’ port, 발산 정보를 
주고 받는 ‘Emission’ port,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을 
건너뛰기 위한 ‘NextTime’ port를 이용하여 전투 공간 모델과 연
결된다.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한 기존 시뮬레이션에 새로운 플
랫폼 모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가할 플랫폼 모델과 전투 공
간 모델 간에 ‘Info.’, ‘Emission’, ‘NextTime’의 세 가지 port 만 
연결하면 된다. 따라서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내
에서 플랫폼 모델들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성을 
유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투 공간 모델을 구성하는 네 개 모델
의 상세한 기능을 살펴보자. 

 
1) Logger 모델 
Logger 모델은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플랫폼 모델의 주요 

정보를 전달 받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Logger 모델은 외
부 입력을 전달 받아 이를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 
Fig. 12과 같이 하나의 atomic 모델로 구성하였다. Logger 모델
은 기본 상태로서 ‘IDLE’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 이 때 플랫폼 
모델로부터 ‘ Info. ’  port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전달 받거나, 
‘Emission’ port를 통해 발산 정보를 전달 받으면 즉시 ‘UPDATE’ 
상태로 전환된다. ‘UPDATE’ 상태에서 다시 ‘IDLE’ 상태로 전환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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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I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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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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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ogger 모델의 구조 



 

 

 
2) Spatial Encounter Predictor 모델 
SEP 모델은 플랫폼 모델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

측하고, 시뮬레이션 시간을 건너뛰는 역할을 담당한다. SEP 모
델은 기본 상태로서 ‘PREDICT’ 상태를 유지한다. ‘PREDICT’ 상
태에서 SEP 모델은 이산 시간 모델에 설정된 갱신 주기(interval)
에 따라 현재 플랫폼 모델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IsExistEncounter 함수를 실행하여 확인한다(Fig. 13의 ①). 만약 
플랫폼 간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SEP 모델의 이산 
사건 모델에서 현재 상태를 ‘ JUMP ’  상태로 변경하면서 
PredictNextEncounter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상호 작용 발생 시
점을 예측한다(Fig. 13의 ②). ‘JUMP’ 상태에서 즉시 ‘WAIT’ 상
태로 전환하면서 ‘NextTime’ port를 통해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모든 플랫폼 모델에게 다음 상호 작용 발생 시점까지의 시뮬레
이션 시간 진행 명령을 전달하고, 자신도 ‘WAIT’ 상태에서 다음 
상호 작용 발생 시점까지 기한다(Fig. 13의 ③). 그리고 다시 
‘PREDICT’ 상태로 전환한 후 이산 시간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시간 에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SEP Model
(Atomic Model)

JUMPPREDICT∞

IsInteract=IsExistEncounter()

If ∆
Then !NextTime = ∆

NextTime

D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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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PREDICT & IsInteract)
interval

Disable DTSS,∆ =PredictNextEncounter()

WAIT∆

1

2

3Enable DTSS

 
Fig. 13 Spatial Encounter Predictor (SEP) 모델의 구조 

 
3)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모델 
GIS 모델은 3차원 공간 상에서 격자로 나누어진 구역 별로 

전장 환경 정보를 관리한다. Fig.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GIS 모
델은 격자 형태의 Cell-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cell은 하나의 atomic 모델로 구성된다. Fig. 11(b)의 von 
Neumann 방식에 따라 하나의 atomic 모델은 인접한 6개의 cell
과 ‘CellInfo’ port, ‘NeighborCellInfo’ port를 이용하여 연결된다. 
GIS 모델을 구성하는 각각의 GIS Cell 모델은 기본 상태로서 
‘IDLE’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인접한 cell로부터 변경된 정보를 
‘NeighborCellInfo’ port를 통해 전달 받으면 ‘UPDATE’ 상태로 
전환한다. 이후 다시 ‘IDLE’ 상태로 전환하면서 현재 cell의 환경 
정보를 갱신하고 필요 시 인접한 다른 cell로 갱신 정보를 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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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Model, Cell-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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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ell-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모델의 구조 
 
4) Propagator 모델 
 
플랫폼 모델에서 발산되는 소음이 주변으로 방사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공간을 규칙적인 격자 형태(grid)
로 구성하고 각각의 cell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여 자연계 현상
을 표현하는 cellular automata 방법을 사용하였다. von 
Neumann(1966)에 의해 제안된 Cellular automata 방법은 각각
의 cell은 자신과 인접한 이웃 cell의 상태, 그리고 cell에 부여된 
규칙에 따라 변화한다. 

다음의 식 (1), (2)는 1차원 공간 상에 존재하는 다공성 매체
(porous media)에서 음향이 주변으로 방사되는 것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Komatsuzaki 등(2008), Dogaru 등(2010), 
Viggen(2009)은 식 (1), (2)을 이용하여 음향이 주변으로 방사되
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각 cell의 규칙을 생성하였다. 

 , , ,  (1), ,  (2)
여기서 : spatial variable, : continuous time variable 

: pressure 
: speed of some particles transporting the sound 
: density, κ: volume elasticity σ: porosity of porous material 
: flow resistance constant  이다. 

 
Cellular automata에서 각 cell에 부여할 규칙을 얻기 위해 

식 (1), (2)를 이산화 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식 (1)을 이산화 하
면, 

 



 

 

, ∆ ,∆ ∆ , ,∆ ,  
 
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 ∆ , 1 ∆ , ,  (3)
여기서, ∆ , ∆∆  이다. 
 
그리고 식 (2)를 이산화 하면, 
 , ∆ ,∆ ∆ , ,∆  
 
와 같으며, 이를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 ∆ , ∆ , ,  (4)
여기서, ∆∆  이다. 
 
Fig. 15는 2차원 평면 상에서 격자 기반의 cellular automata 

모델을 생성한 모습이다. Fig. 15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원 평면 
상에서 각 cell은 Fig. 11(b)의 von Neumann 방식에 따라 4개의 
인접한 이웃 cell을 가지고 있으며, i, 에 위치한 cell은 자신의 
압력 , 와 주변 4개 cell 방향으로의 속력 , ~ ,
에 해당하는 값을 상태로 가지고 있다. 모든 cell은 식 (3), (4)로
부터 얻어진 다음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cell이 가지고 있는 다
음의 5개의 상태를 동시에 갱신한다. 

P(i, j)

D(I, j)
(Material Constant)

V0(i, j)

V2(i, j)

V1(i, j)V3(i, j)

 Fig. 15 Cell structure and neighbor in cellular automata model 
 
① material resistance에 의한 속력 감소 (식 (3) 이용) , ← , 1 ,  (5)
이 때 material resistance , 는 매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지며, 공기일 때는 0.001, 딱딱한 장애물일 때는 0.8 정도의 값
을 가진다. 

 
② 현재 cell (i,j)과 이웃 cell과의 압력 차에 의한 particle의 속

력 갱신 (식 (3) 이용) , ← , , 1 ,  (6), ← , 1, ,  (7), ← , , 1 ,  (8), ← , 1, ,  (9)
  
③ 현재 cell (i, j)의 압력 갱신 (식 (4) 이용) , 0, , , ∑ ∆ ,   

여기서, ∆ , , , (10), 1, ,   (11)
여기서 , 는 cell , 에 sound source가 위치할 경우 1

의 값을 가진다. 는 시간 에 따른 sound source의 압력 
변화를 나타내며, 는 단위 격자를 이동하는 음파의 속도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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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UPDATE & Is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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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table = UpdatePropagation(),
!CellInfo,
If Exist(Platform) Then !InformToPlatform

Disable DTSS

 
Fig. 16 Cell-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한 Propagator 모델의 구조 

Propagator 모델은 앞서 설명한 cellular automata 모델을 사
용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Cell-DEVS 형식론을 기반으로 하며, 
각각의 cell은 하나의 atomic 모델로 구성된다(Fig. 16 참조). Fig. 
11(b)의 von Neumann 방식에 따라 각각의 cell은 인접한 6개의 
주변 cell과 ‘CellInfo’ port, ‘NeighborCellInfo’ port를 이용하여 
연결되며, 플랫폼 모델로부터 발산 정보를 전달 받기 위한 
‘Emission’ port, 계산 결과로서 얻어지는 발산 정보를 현재 cell 
내에 위치한 플랫폼 모델로 전달하기 위한 ‘InformToPlatform’ 
port를 가지고 있다. Propagator 모델을 구성하는 Propagator 
Cell 모델의 기본 상태는 ‘IDLE’ 상태이다. ‘IDLE’ 상태에서 플랫
폼 모델로부터 ‘Emission’ port를 통해 발산 정보를 전달 받거나, 
인접한 cell로부터 발산 정보를 전달 받으면, ‘RECEIVE’ 상태로 



 

 

전환 후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이후 ‘UPDATE’ 상태로 전환
하여 현재 cell이 안정화(stable) 될 때까지 이산 시간 모델을 이
용하여 현재 cell의 상태를 갱신한다.  

 
4. 전투 공간 모델을 이용한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 예시 
하솔 등(2010)은 이산 사건/이산 시간 혼합형 시뮬레이션 모

델 구조와 엔진을 이용하여 어뢰의 표적 탐지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동일하게 수행하되 아잠수함 모델, 아어뢰 모델, 그리고 적수상
함 모델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시뮬레이션에 전투 공간 모델
을 추가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을 포함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 후 그 결과를 기존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다. 

 
4.1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Mjelde(1977)는 유도 어뢰의 탐지 효과도 분석을 위해 어뢰

의 운동과 탐지 과정에 한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뢰의 운동을 질점의 운동으로 단순화 하고, 어뢰의 탐지 과정
을 Urick(1967)이 제시한 능동 소나 방정식에 몇 가지 가정을 추
가하여 간략히 표현하였다. 시뮬레이션 시작 시 아잠수함은 Fig. 
17과 식 (10)에 따라 어뢰의 발사 각도를 계산하여 적수상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한다. 발사한 어뢰는 바로 탐색(search) 단계로 
전환되며, 탐색 단계에서는 사형 탐색(snake search)을 이용하
여 적수상함을 탐색한다.  Ψ sin si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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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 어뢰의 발사 각도 계산 방법 
 

탐색 단계에서 어뢰가 적수상함을 성공적으로 탐지하면 공격
(attack) 단계로 전환된다. 공격 단계에서 어뢰는 적수상함과 충
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탐지 작업을 수행한다. 공격 단계에서 
어뢰가 적수상함 근처 일정 반경 내에 도달하면 최종 공격(final) 
단계로 전환하고 어뢰의 속도를 증가시켜 적수상함을 공격한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적수상함이 탐지되지 않는다면 어뢰는 표

적을 소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탐색 과정을 통해 표적을 재탐
지한다. 

 
4.2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성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한 어뢰의 표적 탐지 시뮬레이션은 아

잠수함, 아어뢰, 적수상함의 플랫폼 모델들과 전투 공간 모델을 
하위 모델로 가지고 있다. 각각의 플랫폼 모델은 전투 공간 모델
과 3개의 port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아잠수함과 아어뢰는 상
호 간에 명령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해 ‘Command’ port를 통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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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8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한 어뢰의 표적 탐지 시뮬레이션 

 
4.3 시뮬레이션 실행 및 결과 분석 

 
앞서 구성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Table 2와 같이 초

기 입력 값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2 시뮬레이션 수행 시 입력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초기값 (하솔 등, 
2010) 

Name Value 
Torpedo Speed 40 knots 

Searching Method Snake Search 
Detecting Range 1,500 m 

Ping Repetition Interval 2 sec 
Beam Width (Transmit) 30 degrees 
Beam Width (Receive) 40 degrees 

Battleship Speed 15 knots 
Battleship Dimension 80 7 7 m (L B D)

Firing Distance 3,000 m 
Turn Rate 6 degrees/sec 

Sweep Angle 30 degrees 
Simulation Time Step 0.05 sec 

 
시뮬레이션 실행 후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어뢰의 탐색 방법

이나 표적의 위치 변화가 올바르게 적용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적함과 어뢰의 위치를 매 단위 시간마다 출력하여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적수상함은 가정에 따라 속도와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



 

 

문에 초기 속도와 초기 진행 방향을 유지한 채 직진 운동을 한다. 
Fig. 19은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전투 공간 모델 내 Logger 
모델을 이용하여 저장되는 적수상함의 위치 정보를 출력하여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X(m)

Y(m)

 
Fig. 19 시뮬레이션 결과: 시간 흐름에 따른 적수상함의 위치 변화 

아어뢰는 Table 2에 나와 있는 기본 값을 바탕으로 특정 
sweep 각(30°)과 선회 각속도(6°/sec)에 따라 선회 속도를 가지
면서 운동한다. Fig. 20는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전투 공간 
모델 내 Logger 모델을 이용하여 저장되는 아어뢰의 위치 정보
를 출력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X(m)

Y(m)

 
Fig. 20 시뮬레이션 결과: 시간 흐름에 따른 어뢰의 위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하솔 등(2010)이 수행한 전투 공간 
모델을 적용하기 전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전장 환경 정보와 시뮬레이션에 참가하는 플랫
폼 모델들의 상호 교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투 공간 모
델을 개발하였다. 전투 공간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에 필
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플랫폼 모델을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며, 상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뮬레이션 시
간을 건너뛰어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
한 전장 환경 요소가 음향 신호를 포함한 각종 발산 정보에 주는 
영향을 플랫폼 모델에서 계산하는 신 전투 공간 모델이 계산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전
투 공간 모델을 적용하여 아어뢰의 탐지 과정에 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투 공간 모델의 기능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전투 공간 모델에서 바람, 해류, 수온과 같이 보다 상
세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고 기능을 세분화하여 수중운동체 교전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수중 음향 관련 요소를 상세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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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의 핵심기술 및 개발 동향

나영인(국방과학연구소), 이심용(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수중운동체 항력(Drag)의 대부분은 마찰저항(skin friction)에 의한 것이다. 마찰저항은 수중운동체의 표면과 

이에 접한 유체를 전단시키는데 필요한 힘으로, 이러한 힘은 공기 중에서도 요구되어지지만 물의 경우 공기에 

비하여 밀도가 1000배나 크기 때문에 동일물체에 있어서 수중 저항은 공기중 저항의 1000배에 이른다. 더욱이 

추진에너지(power)는 물체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단순히 에너지를 증가시켜 달성할 수 있는 수중운동체의 

속력 증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초공동화 기술(Supercavitating Technology)은 수중운동체의 마찰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임의의 

조건 하에서 단일 기포로 운동체를 완전히 덮어, 초공동 속에서 주행하는 운동체가 물과 직접 접한 두부(nose)

를 제외하고 물에 비하여 점성과 밀도가 훨씬 낮은 수증기로 대부분 둘러싸이게 되어 마찰저항이 거의 사라진 

극소의 저항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공동화 어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소요기술과 각국의 초공동화 어뢰 관련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어뢰(torpedo)는 1866년 영국인 Whitehead에 의해 오스트리

아에서 최초로 개발된 이래로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현재

까지 수중 유도무기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현대의 어뢰는 표적 함정과 대항체계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전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의 진보를 요구 받고 

있다.

  현대의 어뢰가 당면하고 있는 수중 전장 환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잠수함의 은밀성 증대 및 천해전 상황 증가

 저소음화 기술의 발전으로 표적의 피탐지 확률이 감소하고, 

음향환경이 열악한 천해전 상황이 증가하여 근접 상호탐지 

확률 증가.

- 전장 환경의 네트워크화

 UUV/UAV 등의 무인화체계 주축의 전장정보 네트워크화와 

무기체계의 연동 및 공조 증가.

- Hard Kill 무기체계의 필요성 증대

 원거리 탐지에 의한 어뢰 소나의 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동적 방어개념의 Soft Kill 대항체계의 효용성 감소로 능동적 

방어개념의 Hard Kill 대항체계의 필요성 증대.

이러한 변화된 수중 전장 환경에서 어뢰체계의 성능은 기본

적으로 표적에 대한 공격 속력의 획기적 증대를 요구하고 있으

나, 전통적인 형태의 어뢰체계 기술 진보만으로는 달성하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중운동체의 항력은 물의 밀도에 기인하여 공기 중 항력 대

비 1000배에 달한다. 또한, 운동체가 진행하는데 필요한 동력

은 속력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운동체의 속력을 2배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동력은 8배가 증가되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수중 운동체 속력의 증가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중운동체의 자연속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

지 밀도가 높은 추진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운동체에 대한 

항력을 줄이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초공동화 기술은 수중운동체의 마찰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특정 조건 하에서 하나의 기포가 운동 중인 물체를 완

전히 덮어, 물과 직접 접한 두부를 제외하면, 초공동 속에서 진

행하는 수중운동체는 물에 비하여 점성과 밀도가 훨씬 낮은 수증

기로 대부분 둘러싸이게 되며, 마찰저항이 거의 사라진 극소의 

저항을 받게 된다.(Fig. 1)

Fig. 1 Drag Reduction Approaches and Supercavitation 

Technology (DARPA)

일찍이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에서 초공동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조사와 수중무기에 대한 적용을 위한 시도가 있

었다. 한 예로, 고속어뢰의 대한 실험이 진행되어, 2차 세계대전 

말경에 300m 거리를 40m/s로 항주하는 수중운동체에 대한 실험

에 성공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속어뢰의 성능은 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관련 부품들의 미흡한 성능과 실질적인 전장 환

경의 요구조건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전후 이

러한 연구 활동은 중지되었다.

2차 대전 이후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구소련연방은 초공동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이후, 미국의 수중무기 정

책이 은밀화로 선회함에 따라 미국 내 초공동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중반까지 중지 상태에 있었으나, 구소련은 초공

동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잠수함/수상함을 목표로 

하는 초고속 초공동화 어뢰인 Shkval을 '70년대 말부터 이미 실

전배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미국은 수중 고속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재인식



하고 초공동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여러 나라들도 미래 전장 환경에서 초공동화 무기체계의 유

용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2. 본론

2.1 핵심소요기술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Supercavitating Rocket Torpedo)는 

기존의 재래식 어뢰체계와 전혀 다른 방식의 무기체계로서 완

성탄 자체에 적용되는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플랫폼 연동, 운용

전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완성탄 자체에 해당되는 핵심 소요기술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완성탄을 위한 핵심 소요기술은 크게 초공동의 발생과 유지 

기술, 수중로켓 추진기술, 초공동 하에서의 탐지기술, 수중 항

주 시 동체 안정 및 조종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Fig. 2)

Fig. 2 Core technology for supercavitating torpedo(ONR)

2.1.1 초공동의 발생과 유지 기술

수중운동체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물체표면을 따라 유체

(fluid)의 압력이 감소되어 유동(flow) 내에 압력이 증기압(vapor 

pressure)과 동일한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유체가 증기

로 상태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자연공동(natural cavitation)이라 

한다. 

초공동은 공동에 의하여 생성된 작은 가스 기포들이 확장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크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포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포는 물체보다 더 길어, 단지 물체의 두부에서만 액체

와 실제적으로 접하게 된다. 물체의 나머지 부분은 저압의 액체

기포에 의하여 둘러싸이며 현저한 항력의 감소를 가져온다. 타원 

형태의 공동은 주위 유체의 압력 하에서 곧 닫쳐지며, 그 면적은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유동에 의해서 특성화된다. 초공동화 유동

의 수학적 모델링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어려움은 공동의 붕괴

(collapse), 또는 폐쇄(closure) 지역으로 알려진 공동의 후반부

의 복잡함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고속의 초공동화 수중운동체를 논할 때, 그것은 

주로 완전히 발전된 초공동화 상태(supercavita -ting phase)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운동체는 완전침수(fully wetted)로부

터 부분 공동화 상태(developed cavitating phase)를 거쳐 초공

동화 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공동화(cavitation) 전 과정에 걸

친 이해가 필요하다. Fig. 3은 속력은 고정시키고 주변 압력을 

감소시킬 때의 순차적인 공동발달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동일 압력 하에서 속력을 증가시켜도 동일현상을 관찰할 수 있

다. 여기서, σ는 공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무차원화 변수인 공동

수(cavitation number) 이다.

Fig. 3 Flow variation by cavitation number

초공동의 발생과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체

의 두부에 위치하여 공동을 발생시키고 운동체의 제어 및 조종

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구적으로 탐지시스템이 위치하게 되는 

캐비테이터(Cavitator)이다. (Fig. 4)

캐비테이터를 최적화할지라도 프로펠러 등을 사용하는 재래

식 추진방식으로는 자연공동에 의해 어뢰 크기(6-10m)의 물체

를 덮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분 공동에 의하여 운동체의 일부만

이 공동 내에 위치한다. 또한, 공동 기포의 형상과 크기는 주로 

운동체의 속력과 외부압력에 의존하여, 다른 수심에서 동일한 

속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스의 분사(ventilation)에 

의하여 공동을 보조하는 인공공동(Artificial Cavity) 발생장치를 

이용한다.

인공공동 발생장치는 추진 로켓기관의 연소가스를 사용하거

나, 별도의 가스 생성기를 장착하여 공동 내부에 가스를 주입한

다.

캐비테이터 및 인공공동 발생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은 초공동 발생과 유지관점에만 국한하면 다음과 같다.

  - 캐비테이터 최적 설계

  - 초공동 모델링

  - 초공동 시험장치 설계 및 시험계획법

  - 초공동과 수중추진의 상호작용 분석



Fig. 6 Acoustic homing device at cavitator 

(US(left), German(right))

Fig. 4 Cavitator

2.1.2 로켓추진 기술

초공동 현상을 이용한 수중 운동체는 추진기관이 초공동 내에 

위치함으로써, 전형적인 수중 추진기관인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프로펠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노트 정도 되는 어뢰와 같은 운동체의 속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오래전부터 로켓추진기관이 

제시되어 왔다. 현재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 구현을 위해 적용

되고 있는 로켓추진기관은 다음과 같다.

- 전형적인 고체로켓 추진기관

특징 : 기 개발된 기술사용, 추진제 무게의 80%이상이 산화제

용도 : 초공동 발생 및 유지 관련 핵심연구용, 단거리 체계용

장점 : 기존의 고체로켓 추진기관 사용, 구현 용이

단점 : 사거리 짧음, 추력제어 불가능

- 해수 흡입형 로켓추진기관(Water Breathing Ramjet)

특징 : 주 추진원으로 금속 분말 형태의 해수반응 연료(Hydro 

Reactive Fuel) 사용, 산화제로 해수흡입 사용. Shkval(러)적용

용도 : 장거리 무기체계

장점 : 산화제 미 탑재로 공간효율 극대화/ 장거리 체계용

단점 : 추력제어 불가능

Fig. 5 Water Breathing Ramjet

이외에 추력제어가 가능한 액체로켓 추진기관이 러시아에서 

개발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진행여부 확인은 불가한 상

태이다. 해수 흡입형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

은 다음과 같다. 

- 해수를 연소실까지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설계 기술

- 해수와 해수 반응 금속 연료가 고효율로 연소될 수 있게 

  하는 연소기술 및 연소실 설계기술

- 연소 중의 고열로 인한 연소실과 노즐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의 개발

2.1.3 초공동 하에서의 탐지기술

전체 어뢰 시스템 중 항상 물과 접하는 유일한 부분이 캐비테

이터이기 때문에,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의 음향 탐지/추적 시

스템은 한정된 공간과 형상의 캐비테이터 내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캐비테이터 내에서 액츄에이터 제어 메커니즘과 통합해야 

하고, 고압, 고소음의 극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고 표적을 탐지/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초공동 하에서의 탐지기

술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핵심기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1.4 수중 항주 시 동체 안정 및 조종기술

초공동화 로켓 어뢰의 수중 항주는 크게 플랫폼으로부터 발

사되어 주 추진로켓을 점화하기 전인 발사단계와 주 추진로켓

에 연소에 의한 주행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발사단계에서의 기술적 고려사항은 발사관 이탈부터 주 추진 

로켓 점화 시까지 모함의 안전 보장과 주 추진로켓 점화 시의, 

운동체의 초기 위치정렬과 초기 불안정 거동 제어이다 .

주행단계에서 핵심기술은 발생된 초공동을 유지하면서 고속

으로 주행하는 것으로, 특히, 고속에서의 침로 조정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기존의 재래식 어뢰는 동체 외부에 설치된 방향

타를 이용하여 유체역학적인 침로 조종 기능을 수행토록 제작

되었으나, 초공동화 어뢰는 공동으로 감싸지기 때문에 기존 어

뢰의 방향타와 같은 장치로 침로를 수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초공동화 어뢰를 위한 주행단계 침로 조종은 아래의 세 가지 

방식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캐비테이터에 의한 조종

  - 초공동 밖으로 확장된 제어판

  - 추력방향 제어장치 TVC(Thrust Vector Control)

초공동 하에서의 운동체의 안정성과 조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 구동/ 조종장치 설계 및 모델링

- 운동체 조종성과 초공동 유지 안정성



- 초공동 후류 안정화

- 제어판 및 구동장치와 TVC

- 비선형 조종/ 제어 시스템 설계

Fig. 7 Dynamic behavior of supercavitating torpedo

2.2 주요국 핵심기술 및 체계 개발 동향

2.2.1 러시아

Fig. 8 Sea trial of Shkval torpedo

초공동화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어뢰는 구소련에서 개발되어 

현재 러시아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Shkval이라 명명된 초공동

화 로켓 어뢰는 '50년대 구소련의 Ministry of Machine-Building 

산하의 NII-24(Scientific Research  Design Institute No.24)에

서 개발이 착수되어 '7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된 무기체계로서, 

초공동을 이용한 저항 극소화 기술과 해수흡입형 로켓 추진기

술을 적용하여 200노트의 속력으로 주행한다. 

체계 개발목적은 미 해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대한 

신속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핵탄두를 탑재

하여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 개념도 포함되었다.

발사개념은 잠수함의 어뢰발사관으로부터 압축공기에 의한 

사출 후 프로펠러 추진에 의하여 이동하거나, 사출장치

(catapult)를 이용하여 약 50노트의 속도로 발사된다. 발사 후 

모함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용수심 도달 후, 초기에 

형성된 공동 속에서 로켓을 점화하여 200노트의 속도로 항주한

다고 알려져 있다. 

초기 버전은 비유도 방식으로 타이머에 의해 초기화된 전술

핵탄두를 자동항법에 따라 운반하며, 적함 전면에 발사하여 적

함이 반응하기 전에 파괴하거나 적의 선유도 중어뢰의 함유도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출형으로 개발

된 재래식 무장 버전인 Shkval-E는 재래식 탄두부와 유도시스

템을 갖는다. 향상된 성능을 갖는 탐색버전은 ’98년 러시아 태

평양함대에서 첫 시험이 수행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 고속 주행 

후, 탐색을 위해 저속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kval -E 

어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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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val은 해수흡입형 로켓추진기관을 적용하여, 공간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거리 주행을 구현하였다. 초공동화는 연소가스를 

두부를 통해 배출하는 인공공동(Artificial Cavity)발생 기술을 적

용하여 구현하였다.

2.2.2 미국

미 해군은 '50년대에 초고속 프로펠러와 수중익의 발전을 중

심으로 초공동화 무기체계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고속 능력

보다는 스텔스 운용에 관계된 은밀화 수중기술을 추구하여, 현재 

초공동화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다.

초공동화 무기체계는 수중탄환, 중거리 무유도 무기, 장거리 

유도무기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탄환과 어뢰의 두 

가지 클래스의 초공동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와 

ONR(Office of Naval Research)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여기

서는 어뢰와 직·간접으로 관계된 연구만을 알아본다.

2.2.2.1 Underwater Express

DARPA 주관으로 수행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고가의 화물이

나 소수의 특수부대원 수송을 위한 미래 근해 임무용 초공동화 

고속수중운반체(SST, Superfast Submerged Transport)를 시범

하는 사업이다. 

Fig. 9 Underwater express model



세부

분야
주요 연구활동

유체

동력학 

/ 제어

� 3차원 공동류의 측정과 계산 (CFD)

� 제어 기술 및 기기 개발, 구동기, 제어판, 제어법칙

� 다학제최적화(MDO) 기반 캐비테이터 형상 최적화

유도

� 유도법칙 및 호밍방법 개발

� 호밍센서개발(MEMS, single crystal piezoelectrics)

� 자체소음과 방사소음/ 음향센서 충격의 특성 분석

� 비음향 탐지 및 센서개발

  (몸체 공동측정/음향탐지 센서 보조용) 

추진

� 초기 추력발생 제어

� 공동과 추진가스의 상호작용 이해 및 측정

� 추력방향제어 개발

� 연소현상 모델링

SST의 목표 제원은 직경 8 ft, 중량 60 ton으로, 운용수심 20

∼100 ft에서 속력 100노트로 10분의 주행시간을 요구한다. 전

체 연구단계는 3 Phase로 구성되어 있다.

  Phase 1은 Northrop Grumman(예산 $5,4M)과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예산 $5,75M)의 두 회사를 선정하여 

2007년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Phase 1 결과평가 후 선정된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가  Phase 2, 3을 진행하고 있

다 . 세부 연구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 

단계 기간(예산) 연구중점

Phase 1
13 month

($11.15M)
안정적인 공동의 발생과 유지

Phase 2
15 month

($17.0M)
안정적인 공동과 운동체 동력학

Phase 3
15 month

($23.4M)

최종 속력달성과 조종성 시범

: 시범용 운동체(1/4∼1/2 scale)의 

설계/제작/시험(100kts, 10분 주행)

/ 해상시험을 통한 시범

2.2.2.2 Aluminum Combustor

DARPA 주관으로 수행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미래 해양무기

체계 및 운동체를 위한 저가의 친환경, 고출력, 고효율의 공기불

요(air independent) 수중추진원을 개발하고, 개발된 추진원

(75hp/56kw)을 무인잠수정(UUV)에 적용하여 시범하는 사업이

다. Aluminum Combuster의 성능은 Fig. 10과 같다.

Fig. 10 The performance of aluminum 

combustor (energy density & thrust)

최종 연구목표인 75hp/56kw는 재래식 UUV(항주거리 473nm 

@4노트) 추진원과 대비하여, 동일 속력(4노트)에서 항주거리 

7000nm을 주행하거나, 동일 항주거리(473nm)를 15노트 속력으

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연구내용은 연소실(Combustor) 설계 및 최적화, 알루미늄 연

료 공급기,  알루미늄-증기 분리기, 폐루프 제어기의 설계와 시

스템 시범을 포함한다.

단계 상태 연구중점

Phase 1 완료
혁신적인 알루미늄 연소실 개발

알루미늄의 장시간(1시간) 연소 시범

Phase 2
진행 

중

75hp/56kw 독립 추력생성장치의 설계/ 

제작/  육상시험장치에서 시범

Phase 3 -
large UUV에 Phase 2 개발 시스템의 통

합/ 해상시험

Phase 1은 연소실에 슬러그(slag)가 없는 상태로 75분 이상 

연소를 시범하였으며, Phase 2는 2007년 2월 완료되었으나, 

세부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 

2.2.2.3 ONR Supercavit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T) Program 

초공동화 운동체의 안정성, 유도/제어, 조종, 추진 등 기초 

및 응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로서, 현재까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2.2.3 독일

DIEHL BGT Defence에서 초공동화 로켓 프로그램

(BARRACUDA)이 진행 중이다. 초공동화 탄환의 이론적 연구와 



시험결과에 기초하여 독일은 1988년 초공동화 로켓의 연구를 시

작하여, 초공동화 운동체의 탄도궤적 안정화 기술을 시연하였으

며, 1991년부터는 초공동화 수중로켓의 유도/제어 연구를 시작

하였다. 분야별  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다.

초공동화 무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독일의 접근방법은 가능한 

한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포괄적인 실험을 기본으로, 큰 규모의 

시험용 운동체를 해상시험에 사용하였다. 

Fig. 11 Barracuda supercavitating torpedo

Fig. 12 Overview of german research for 

supercavitating torpedo 

해상시험을 통해 얻기 어려운 초공동 기포 내 운동체의 유체

동력학적 미세 거동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공동연구로 미국의 

Penn State Univ.의 ARL(Applied Research Lab.)의 수조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초공동화 수중로켓 관련 독일의 연구는 시스템 측면과 

더불어 탐지, 유도/제어, 발사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더불어, 수상함/잠수함 어뢰방어 시스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

을 포함하는 초공동화 수중로켓에 기초한 수중무기 시스템의 운

용적 가능성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분야 주요 연구활동

초공동

초공동의 수심 영향을 상쇄하도록 다양한 가스 생

성기를 통한 인공공동 발생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

으로 시험함.

유도제어
캐비테이터의 조작에 의한 초공동 하에서의 운동

체 제어 시연.

탐지

수중시험을 통하여 캐비테이터에 통합된 소나시스

템이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을 시연. 세

부적인 내용을 기술한 자료는 확보 불가.

추진

단거리 고속 수중운동체용으로 저 연소율을 갖는 

고출력 고체로켓모터를 개발하고 수심 100m를 모

사하는 시뮬레이터와 실제 해상시험을 통하여 성

능을 확인함.

2.2.4 이란

이란은 구소련 연방국가로부터 Shkval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

체계를 개발하였거나, Shkval을 면허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2006년에 Hoot 또는 Whale이라고 칭하는 Shkval과 유사

한 어뢰에 대한 시험 발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가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사이트에 아랍어 원문

으로 공개된 바 있다.

Fig. 13 Sea trial of Iranian Hoot torpedo



2.2.5 기타

중국은 1998년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수상함 공격용으로 카

자흐스탄으로부터 약 40기의 Shkval을 도입하여  배치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기타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결론

미래 전장환경은 크게 플랫폼의 고속화와 은밀화, 전장의 네

트워크화와 능동적 플랫폼 방어로 요약되며, 변화된 전장에서 새

로운 개념의 수중 유도무기체계인 초공동화 로켓 어뢰체계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혹자는 초공동화 기술을 적용한 수중운동체 연구를 라이트 형

제에 의한 비행기의 발명에 비유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수중 

전장환경이 초공동화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변화된 수중 전

장환경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공동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중운동체에 대한 적용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기술은 여러 국가들의 연구동향에서 본 바와 

같이 단시일 내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야 하는 기반기술임을 확인하였다.

미래 해군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초공동

화 무기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 기술축적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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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실린더 구조물의 수중 진동제어

전준철(인하대학교), 손정우(LG전자), 최승복(인하대학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내부 표면에 MFC 작동기가 부착된 보강 hull 구조물의 유한요소모델을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공기 중, 수중에서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파악한 후,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였다. Hull 구조물은 양 끝이 닫혀있는 실린더형 쉘 

구조물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항공기 동체나 잠수함과 같은 수중 구조물 등의 간단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구조물의 진동제어

를 위해서 NASA Langley 연구소에서 개발된 압전복합재인 Macro-Fiber Composite(MFC)를 적용하였다. MFC는 압전세라믹 

섬유를 이용하여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맞물림 전극을 적용하여 면내 방향에서 큰 압전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체 영

향의 유무에 따른 구조물 각각의 동적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최적제어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구조물의 진동

제어 성능을 평가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내부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능 구

조물에 대한 연구는 지능재료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진전이 이루

어지고 있다. 다양한 지능 재료 중 압전 재료는 작동기와 감지기

로 모두 사용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발생력이 우수하여 제품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 항공, 우주, 군사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높은 정밀도와 빠른 반응속도를 바탕으로 초정밀 위치제

어, 구조물의 진동 제어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Chopra, 2002). 그러나 압전 세라믹은 깨어지기 쉽고, 

곡면 형상의 구조물에는 사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압전세라믹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합재 형태의 유연한 압전작동기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NASA Langley 연구소에서 MFC(Macro 

Fiber Composite) 작동기를 개발하였고, 이를 상용화 하였다 

(Wilkie, et al., 2000). MFC작동기는 압전 세라믹 파이버를 기초

로 하여 유연하고, 곡면 형상의 구조물에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맞물림 전극 방식을 사용항여 in-plane 방향의 poling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d31대신 두 배 정도 큰 값을 갖는 d33 상수를 사용

할 수 있어, 큰 작동 효율을 낼 수 있다. 또한 작동기를 적용하는 

방향에 따라 작동 변형률이 달라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를 이용하여 MFC 작동기의 유한요소 모델링에 대한 연구와, 

MFC 작동기를 구조물의 진동제어에 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Azzouz, et al., 2001; Sodan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MFC 작동기가 부착된 보강 hull 구조물의 동적 

특성과 진동제어 성능을 유체 영향의 고려 유무에 따라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알루미늄을 사용한 보강 hull 구조물에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하여 내부에 MFC 작동기를 부착한 구조

물을 고려하였다. 공기중과 수중에서 각각 ANSYS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방정

식을 구성하였다. 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설계

하였으며, Matlab Simulink를 통한 공기중 및 수중 진동제어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비교하였다. 공

기중에서와 수중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보강 실린더 구조물

본 연구에서는 보강 실린더 구조물 내부에 MFC가 부착되어진 

구조를 구성하였다. 양 끝이 닫혀 있는 알루미늄 구조물을 고려

하였으며,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2개의 MFC 작동기와 구조

물의 가진을 위한 1개의 MFC가  부착되어 있으며, 구조물과 

MFC는 완벽한 결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조물의 길이

는 0.7m, 지름은 0.3m이며, 보강재는 링 모양으로 두께와 폭은 

각각 0.005m,구조물과 양쪽 캡의 볼트 체결을 위한 캡의 크기는 

0.195m 로 하였다. MFC의 길이는 0.08m, 폭은 0.06m, 두께는 

0.0003m 이다. 구조물과 MFC의 기하학적 특성은 Fig. 1에 나타

내었고, 각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형상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Fig. 2와 같이 공기중과 수중 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을 구성하여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

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물은 8절점 SOLID5 요소를 

사용하였다. 수중 모델에서는 Fig. 2(b)와 같이 구조물, 유체, 구

조물-유체 연성부분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물은 SOLID5 

요소를 사용하였고, 유체부분과 구조물-유체 연성부분은 

FLUID30요소를 사용하였다. 공기중과 수중 구조물의 모드 형상

과 고유진동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공기중 구조물과 수중 구

조물의 각 모드의 모드 형상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중에서 각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공기중과 비교하여 60%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중에서 구조물과 유체 
 

 

700mm 

266.5mm 

3
3
5
m

m
 

4
6
m

m
 

5mm 

MFC Actuator 

5mm 

287.5mm 

MFC Exciter 

Stiffener 

17.5mm 

106mm 

 

 

Actuator 

0.3mm 

80mm 

60mm 
 

19.5mm

2mm 

Stiffener 

Cap 

Hull Structure 

 Fig 1. The dimensional geometry of the structur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MFC and aluminum

MFC

C
E

11 (1.95e10 N/m
2
) C

E

33 (4.13e10 N/m
2
)

C
E

44 (0.55e10 N/m
2
) C

E

66 (0.60e10 N/m
2
)

e
S

11/e0 916 C/m
2

e
S

33/e0 830 C/m
2

d31 -2100e-10 C/N d33 4600e-10 C/N

r 7750 kg/m
3

Aluminum

E 6.8e10 N/m
2

r 2698 kg/m
3

n 0.32



(a)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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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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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nder the water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structure 

1st mode (466Hz)     1st mode (153Hz)

2nd mode (523Hz)    2nd mode (159Hz)

3rd mode (693Hz)     3rd mode (243Hz)
   

 (a) in the air        (b) under the water

Fig. 3 Comparison of mode shape

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수 질량 효과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차 모드로 갈수록 고유진동수의 감

소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진동제어 성능 

3.1 제어기 설계

모드 실험을 통해서 구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댐핑비

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HZHHF              (1)

여기서, H, Z, , , F는 각각 일반화 좌표 벡터, 모드 댐핑

비 벡터, 고유진동수 벡터, 고유진동수의 제곱 벡터, 모드 힘 벡

터이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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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공간 벡터를 x 

  n
n 


  로 결정하면, 상

태 공간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x  AxBuw yt  Cxv     (2)

여기서, A는 시스템 행렬, B는 제어입력 행렬, C는 출력 행렬, 

w는 시스템 외란 행렬, v는 측정 잡음 행렬이다. 외란과 측정 

잡음은 Gaussian 백색 잡음으로 가정하였다. 제어 입력은 다음

과 같은 성능 지수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

xQxuRu       (3)

여기서, 가중치 행렬 Q와 R은 양반한정이다. 일반적으로 LQR 제

어 알고리즘에서 모든 상태 변수들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상태 

예측기인 Kalman-Bucy 필터를 사용하였다. 예측된 상태 x

를 이용한 제어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AxBuL yCx        (4)

L은 Kalman 필터의 이득 행렬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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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은 Riccati 방정식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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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따라서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u  K
x                  (7)

여기서 KG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제어 이득 행렬이다.

K
 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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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다음과 같은 Riccati 방정식의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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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Results

3.2 성능 고찰

구조물의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Matlab Simulink

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모든 모드에 대해서 

0.2%의 비례 댐핑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6개의 

모드만 고려하였으며, 공기중, 수중에서 1번 공진 모드인 (1,3)

모드에 대한 진동제어를 실시하였다. 1번 공진 모드에 대한 시뮬

레이션 제어 결과를 Fig. 4에 시간영역에서 나타내었고, 이 결과 

공기중, 수중에서 모두 LQG 제어기의 적절한 가중치를 선정함으

로써 우수한 진동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a)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공기중 구조물의 경우 1번 공진 영역에서 약 

64%의 진동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중 구조물의 

경우 Fig. 4(b)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번 공진 영역에서 약 51%

의 진동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중과 수중 두 경우 

모두 앞서 설계한 최적 제어기를 통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MFC 작동기가 부착된 보강 hull 구조물에 대한 수중, 공기 중

에서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진동제어 성능을 파악하였다. 

MFC 작동기는 3개를 적용하였으며,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공기중, 수중에 대한 각각의 모드 해석을 수

행하고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두 시스템의 진

동제어를 위하여 최적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제어기를 바탕

으로 공기중과 수중에서 각각 효과적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보강 hull구조물의 진동 제어를 

수중에서 실시하여 수중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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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잠수함의 선체구조는 잠수함의 운용과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압력선체(Pressure hull) 구조와 비압력선체(Non- 

pressure hull)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선체 구조는 심해의 

외부압력을 받으며 요구강도를 충족시켜야 하고 최소중량을 유

지하며 대기압 상태의 밀폐된 최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잠수

함의 선체구조 중에서 압력선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수상함

에서는 파랑 중에서의 종굽힘 응력이 선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며 횡강도, 국부강도, 내충격성, 개구부에서의 응력집중, 진동

절감 대책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반하여 잠수함의 경우에는 외부

수압에 대한 내압강도가 주된 고려대상이다. 잠수함의 내압강도

는 수상함의 횡강도와 다소 유사한 면이 있으나 외부 수압이 훨

씬 크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큰 외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최근

의 잠수함 압력선체는 매우 단단하게 건조되므로 해상에서 항해 

중에 발생하는 종굽힘이나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은 거의 문

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증가되면 그 보다 

작은 수심에서의 공격에 대한 생존성은 커진다. 잠수함 출입구, 

관, 축류, 전선 등의 압력선체 관통구 부근의 국부강도와 진동차

단의 측면도 주요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압력선체 구조는 

잠수함 선체구조의 설계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

이며 세계의 잠수함 설계/건조 국가들은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여 자국의 설계규정 및 설계절차를 정립하고 있다. 

잠수함의 선체구조 중에서 비압력선체는 높은 외부압력을 받

는 압력선체를 제외하고 함의 외부 및 내부에서 2차적으로 구성

되는 선체구조(Secondary structure)들이다. 이 구조들은 함의 

국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함수미 구조(Fore/Aft-body 

structure), 상부 및 세일 구조(Superstructure and Sail), 내부구

조(Internal structure) 등으로 다양한 선체구조로 구성되고 있다. 

비압력선체 구조는 압력선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

어지며, 압력선체와 달리 비압력선체 구조 설계를 위한 규정/기

준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잠수함 건조를 수행하는 

각국의 비압력선체 구조의 설계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결과를 이

용하여 수행하거나, 일반 구조물의 규정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

로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잠수함 선체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현재 국내의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절차, 압력선체 초

기부재 추정, 압력선체 강도계산, 설계하중, 선체재료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2. 선체구조 구성 및 설계절차

2.1 선체구조 구성

잠수함 압력선체는 외부의 높은 수압에 견디는 역할을 하며, 

원통형(Cylindrical type) 또는 원추형(Conical type)의 형상을 지

니고 있고 양끝에 반원형(Semi-spherical type) 또는 타원 형상

(Elliptical/tori-spherical type)의 끝막이 격벽(End bulkhead)이 

을 가지고 있다. 압력선체의 원통형/원추형 외판(Shell)은 보강재

로서 원환늑골(Ring frame)로 지지되고, 단각식 선체(Single hull)

에서는 보강재가 기본적으로 내부에 배치되며  T-형 또는 I-형 

단면을 갖는다. 외판의 knuckle 부(원통형-원추형 연결부)에는 

연결부재(Transition ring)가 설치된다. 또한 압력선체의 구조배치

에는 압력선체의 전체좌굴 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형늑골

(Deep frame)이 설치된다.

Fig. 1 Hull structural configuration of submarine

잠수함 압력선체 안쪽의 내부선체에는 압력선체 내부의 격실

을 이루는 구조격벽(Structural bulkhead), 방음격벽, 구획격벽

(Partition wall) 등의 구조와 갑판(Deck) 구조, 각종 탱크를 이루

는 구조 및 각종 장비를 지지하는 지지구조 등이 있다. 내부선체 

구조를 구성하는 구조격벽과 갑판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보강 평

판(Stiffened plate)의 형태를 지닌다.

외부선체는 자유충수(Free-flooded area) 구역으로서 함수 및 

함미 구조(Fore/Aft-body structure)와 상부구조(Superstructure) 

및 세일구조(Sail structure)로 구성된다. 함수구조는 밸러스트 탱

크구조, 어뢰발사관 지지구조 등으로 이루어지고, 함미구조는 밸

러스트 탱크구조, 선미타 지지구조, 추진축 지지구조 등으로 구

성된다. 함수/미 구조는 압력선체와 동일하게 외판을 원환늑골이 

지지하며 보강재가 내부에 배치되고, 압력선체 함수/미에서 연결 

부재를 사용하여 압력선체와 연결된다. 밸러스트 탱크는 외부의 

해수압력과 균형을 이루도록 운용되므로 상대적으로 경구조

(Light structure)로 구성된다. 그러나 잠수함이 해상에서 운항할 

때 이 구조들은 파도에 노출되므로 이로 인한 파랑하중(Sea slap 

loads)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압력선체와의 연결을 위해 

충분한 연결부 강도를 지녀야 한다. 압력선체 상부에는 배관류, 

갑판장비, 압력선체 해치(Hatch) 및 센서 등의 부가물을 보호하

여 케이싱(Casing) 역할을 하는 유선형의 상부구조(Superstructure)

가 있다. 또한 상부구조와 부분적으로 연결되며 함의 각종 마스

트(Mast) 및 잠망경들을 지지하고 코닝 타워(Conning tower)의 

출입 역할을 하는 해치(Access trunk hatch) 등을 격납하는 세일

구조(Sail structure 또는 Bridge fin)가 있다. 

각종 압력선체 부가물(Hull appendage)과 압력선체의 관통구

(Hull opening)는 외부의 압력을 받는 구조물로서 압력선체와 별

도의 구조물로서 취급된다. 압력선체 부가물은 압력선체 외부로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출입트렁크(Access trunk), 축전지해치트렁

크(Battery hatch trunk), 무장탑재트렁크(Embarkation trunk) 등

이 있으며, 외부의 수압 및 충격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Fig. 2 Structural design process for submarine

원통/원추 형상의 외판과 원환늑골로 구성된다. 압력선체 관통구

에는 각종 해치 관통구, 무장 발사관 등이 있으며, 관통구의 존

재는 압력선체 구조물의 일부손실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강

구조로 구성된다.

2.2 선체구조 설계 절차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는 함 전체 설계의 한 부분으로서 함 설

계 진행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과정(iterative process)이

며, 선체구조 설계가 진행되면서 주요 설계대상은 단계별로 압력

선체에서 내부 및 외부선체, 국부상세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설

계 초기단계에서는 구조적인 가능성과, 선체중량 및 형상이 함의 

배수량, 안정성, 형상 및 전체성능 등 조선공학적 제한사항과 부

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설계가 더 진행되면 함의 배수량, 안정성 

및 함 시스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중요한 부재들, 즉 압

력선체 외판과 원환늑골, 격벽, 갑판 등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다. 

Fig. 1은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

정에는 설계(design)와 해석(analysis)이라는 서로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체구조 설계는 요구조건 분석으로부터 시작하

여, 최종적으로 요구조건에 상응하는 구조부재의 재료, 배치, 형

상 및 크기를 결정하고 그 구조부재가 거동 양식에 따라 기능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체구조 해석은 주어진 구조부재의 재

료, 배치, 형상 및 크기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부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 구조해석의 목적은 구조설계와 

근본적으로 반대이며 지정된 환경에서 구조부재의 거동을 예측

하는 것이다. 선체구조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와 해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 설계를 수행하

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2.2.1 요구조건 분석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요구조건은 함의 임무(mission), 크기

(size), 적재하중(payload) 및 운용환경(operational environment)

에 좌우되며, 함의 기능 및 운용 요구조건 같은 높은 순위의 요

구조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선체구조 요구조건은 ROC, TLR과 같은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부체계를 위한 요구조건들로부터 파생되어 도

출된다. 선체구조 설계규정 및 함 설계 관습, 또는 함수명 동안

에 변화되는 운용조건 및 미래탑재 등을 고려하여 요구조건이 도

출된다. 또한 선체구조 설계는 실제적이며 경제적이고 구현가능 

해야 하는 요구조건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선체구조 설계요구조건에 대한 정립과정을 보면 설계진행에 

따라 각 설계단계에서 설계요구조건들이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구체화된다. 최근에는 함 획득

절차에 체계공학 프로세스(system engineering process)를 통한 

요구조건 관리(requirement management)를 제도적으로 요구하

고 있다.



선체구조는 전체 함 시스템의 부체계(subsystem)이고, 이러한 

부체계들의 설계는 서로 보완되며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 함의 

속력, 운용 환경(작전심도 등) 및 기능 등과 같은 운용요구조건들

은 선체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며, 전체 함 

형상은 선체구조의 형상을 정의하는 동시에 제한을 하고 있으므

로 함 시스템은 조기에 선체구조와 통합되어야 한다.

2.2.2 설계하중

선체구조 설계하중은 운용 요구조건으로부터 정의되고, 지정

된 요구조건이 없으면 설계 규정 및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ROC

등의 요구조건 문서들은 운용환경(작전심도, 함 수명 등), 요구기

능(내충격 성능 등) 등으로 발생하는 특정한 운용하중들을 지정

하고 있으나, 갑판하중 및 상가(docking)시의 하중, 일상적인 하

중조건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하중에서 

함 작전심도로부터 결정되는 외부수압(external hydrostatic 

pressure)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중요하게 고려되는 하중이다. 

각종 탱크들의 운용하중, 갑판 통행하중, 파랑하중 등은 설계 규

정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2.2.3 선체구조 scantling

선체 구조부재의 선정을 위한 선체재료는 운용 요구조건, 강

도 요구조건, 비용 및 가용성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주어진 함형 및 일반배치(general arrangement)를 고려하고, 각 

구조부재 특성을 바탕으로 압력선체 외판 및 원환늑골, 판 및 보

강재, 격벽, 갑판 등에 대해 강도 계산식을 사용하여 응력수준을 

산정한다. 허용응력 한계 및 범위를 고려하여 압력선체 외판 및 

원환늑골, 판 및 보강재 등의 초기 구조부재 배치와 형상, 선체

재료를 도출한다.

 

2.2.4 선체 강도해석 및 평가

선체구조 강도해석(structural strength analysis)은 선체구조 

설계의 핵심이며, 입력 자료로서 선체구조 하중, 선체재료, 구조

부재 크기 및 형상, 해석이론 등이 요구된다. 잠수함 선체구조 

강도해석은 경험적인 계산방법이나 수치해석으로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수행된다. 압력선체 구조부재(외판 및 원

환늑골)는 모형실험 및 설계경험을 기반으로 정립된 설계식을 사

용하여 부재크기를 결정하며, 최근에는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통

해 강도해석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진 하중에 대해 구조부재는 구조해석 결과로 산출된 응력

수준을 평가(evaluation)하여 구조적인 적절성을 평가한다. 일반

적으로 구조는 하중조건에서 좌굴(buckling), 항복(yielding) 및 

파손(fracture)을 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극한 하중 조건에서

는 예측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붕괴되어야 한다. 잠수함 선체

구조의 적절성 평가는 극한강도(ultimate strength), 피로강도

(fatigue strength), 충격강도(shock strength)를 고려하여 수행된다.

2.3 선체구조 설계 목표

선체구조의 설계 목표는 구조적인 통합성((structural integrity)

과 최적화(optimization)를 이루는 데 있다. 

선체구조의 통합성 측면에서 충분한 강도(strength)를 유지하

는 것이 주요한 첫째 요구사항이며, 선체구조는 보통의 하중조건

에서 항복이나 좌굴이 없이 적절한 강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한 구조 통합성에는 충분한 강성(rigidity), 수용 가능한 중량, 유

지성(maintainability), 제작성(fabrication) 등이 요구된다. 구조적

인 적절성 및 통합성 평가에는 강도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

될 수 있으며, 설계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 및 평가도 필요하다.

구조 최적화(structural optimization)는 구조 적절성을 의미하

며, 최소비용과 최소중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최적화의 

기준(criteria)이다. 생존성(survivability) 및 생산성(producibility)

도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조 최적화에서는 구조적인 형상

과 재료의 여러 가지 조합들 사이에서 상쇄연구(trade-off study)

가 필요하며, 구조적인 적절성과 통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선체구조 설계

잠수함의 선체구조 설계는 통상 각국 해군의 설계개념 및 관

습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존 기술도입으로 확보

한 실적함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잠수함 기본설계 설계지침서(안)

이 제시된 상태이다.(조윤식, 2007)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단각식 선체구조에 대해

서 압력선체 초기부재 크기 추정방법, 압력선체 파괴모드의 정의

와 파괴모드에 따른 구조강도 계산 방법, 선체구조 설계하중, 선

체구조 재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압력선체 초기부재 크기 추정

압력선체의 설계를 위해 먼저 초기치수 선정 설계 식을 사용

하여 압력선체 구조부재의 크기를 추정하고 개략적인 배치를 수

행한다. 초기 치수 선정을 위한 간이식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구조부재의 대략적 크기와 배치를 추정하고 최종

적 목적으로 하는 압력선체 치수 선정을 위한 좋은 출발점을 잡

기 위해서이다. 

압력선체 구조부재의 설계를 위해 초기치수 선정 시에 필요한 

자료는 압력선체 반경(R), 설계압력(p), 재료의 탄성계수(E) 및 

항복응력()이다. 압력선체의 초기 치수들은 아래 식들을 사

용하여 정의되며, 설계압력이 대략 다음과 같은 범위에 있는 경

우에 적용된다.(KSS-II Design Lecture, 2001)



   




∼ (1)

압력선체 외판은 함의 길이방향 힘을 지탱하는 유일한 구조요

소이고, 원환늑골과 함께 원주방향 힘을 지지하는 주요 요소이

다. 원환늑골 사이의 간격이 적당하게 선정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에 외판 두께(h)와 원환늑골 간격( )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2)

     





(3)

Fig. 3 Shell and ring frame of pressure hull

원환늑골은 압력선체의 원통 및 원추 부의 전체좌굴(general 

instability)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부재이다. 원환늑골의 

굽힘 강도(bending strength)와 강성(stiffness) 요구조건을 고려

하여 원환늑골의 웨브(web) 높이( )를 구하고, 원환늑골의 좌

굴(tripping instability)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웨브 두께(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5)

원환늑골 플랜지의 단면적( )은 외판 단면적의 25%로 가정

되고, 플랜지 폭/두께 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결정

된다.

      






(6)

보강환 플랜지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플랜지 두께를 

다소 크게 하는 것이 경향이며, 플랜지 단면적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웨브 높이는 다소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랜지 단면적

을 외판 단면적의 25%로 추정하는 것이 중량 최적화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늑골(deep frame)의 간격(


)은 전체좌굴 압력을 고려

하여 보통 lDfr/R≤3.5로 설계한다. 대형늑골의 치수는 전체좌굴 

붕괴, 대형늑골의 국부좌굴, 파이프 등의 관통을 위한 웨브 부분

의 관통구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형늑골의 높이는 많

은 케이블과 파이프들에 의한 관통구의 영향을 받게 되며, 관통

구들로 인하여 대형늑골의 단면적이 너무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충분이 커야한다. 대형늑골 플랜지의 반경 축에 대한 관성 모멘

트는 보강환 좌굴(tripping stability) 측면에서 고려되므로 플랜지 

폭을 크게 할수록 유리하다.

3.2 압력선체 파괴모드 및 강도계산 이론

압력선체의 구조배치는 크게 원통부, 원추부 및 끝막이 격벽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구조강도에 대한 강도평가는 압력선

체 각 부분의 파괴모드에 따라 통상 외판응력(shell stress), 외판

의 좌굴(shell buckling), 전체좌굴(general instability) 및 보강환 

좌굴(frame tripping) 등에 대해 수행된다. 국가별로 압력선체 구

조설계의 파괴모드를 정의하고 각 모드별로 강도계산 방법을 규

정하고 있으며, 그림 fig.4는 압력선체의 붕괴모드를 나타내고 있다.

Fig. 4 Collapse modes of pressure hull

3.2.1 외판의 항복(shell yielding)

압력선체 외판은 원환늑골 즉 보강환으로 지지되며 외부 수압

을 지탱한다. 외판 강도에는 보강환이 중요 역할을 하고, 보강환

이 지지하는 위치의 내측과 외판의 중앙 외측이 주로 항복에 먼

저 도달하게 되므로 이곳을 대상으로 외판 강도계산을 수행한다. 

외판의 강도계산은 다음과 같은 보-기둥 효과를 고려한 계산식

(Pulos & Salerno, 1961)을 적용한다.

3.2.2 외판의 비대칭 좌굴(lobar buckling)

외판의 비대칭 좌굴은 외판이 비교적 얇고 보강환 간격이 큰 

경우에 외판의 불안정에 기인하며 원주방향으로 불규칙한 로브

(lobe)가 발생하는 형태이다. 외판의 비대칭 좌굴강도 계산은 

Reynolds, T.E(1960).에 의한 계산식을 적용하며, 계산식은 재료

의 탄소성 거동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적인 압력선체 외판의 강

도 추정을 위해 Krenzke, M 등(1965)에 의해 제시된 저감계수

(knockdown factor)를 적용하여 초기결함을 고려한 좌굴압력을 

계산한다.



3.2.3 외판의 축대칭 좌굴(symmetric buckling)

외판의 축대칭 좌굴은 외판이 비교적 두껍고 보강환 간격이 

좁은 경우에 보강환 사이의 중앙부(mid-bay)에서 외측, 보강환 

위치의 내측에서 소성 힌지 기구가 발생하여 파괴되는 모드로서 

축대칭의 아코디언형의 주름이 발생되는 형태이이다. 축대칭 좌

굴에 대한 강도계산은 Lunchick, M.E.(1961)에 의한 계산식을 

따르고, 이 식은 재료의 탄소성 거동을 고려하고 있다. 좌굴압력

은 초기결함을 고려한 저감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3.2.4 전체좌굴(general instability)

전체좌굴은 보강환의 강도가 비교적 약할 때 외판과 보강환이 

동시에 좌굴되는 형태로서 강도가 큰 격벽 및 대형늑골 사이의 

간격에 따른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전체좌굴의 압력은 Bryant 

식을 기초로 하며 보강환의 허용 진원도 편차를 고려한다. 전체

좌굴 계산식은 계산 대상으로 하는 구획 안에 대형늑골의 영향을 

포함시킨 Blumenberg, W.E.(1965)의 식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Franitza, S., 1988)

3.2.5 보강환의 좌굴(frame tripping)

보강환의 플랜지가 웨브에 의해 충분히 지지되지 못하면 외측

으로 좌굴이 발생한다. 보강환 좌굴 강도계산은 Kennard, 

E.H.(1966)에 의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이 식은 재료의 탄소성 

거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건조 시에 발생하는 초기 기하학적인 

결함(initial geometric imperfection)을 반영하고 있다.

3.2.6 끝막이 격벽(end bulkhead) 좌굴

함수미의 압력선체 끝막이 격벽은 보통 돔(dome) 형상의 외

판으로 구성되며 외부수압에 의해 좌굴이 발생한다. 외판 좌굴압

력 계산은 Krenzke & Kiernan(1965)의 계산식과 Kiernan & 

Nishida(1966)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3.3 설계하중

3.3.1 최대잠항심도 및 붕괴심도

잠수함의 은밀성을 증대시키고 작전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는 잠항심도(작전심도)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즉 잠수함의 잠항

심도가 커지면 소나로부터 원거리 탐지가 어렵게 되는 수온약층 

수심 이하에서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며, 대잠전 또는 대수상함전 

등의 교전상태에서 회피기동이 가능한 해저 작전영역이 확대되

어 잠수함의 은밀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잠항심도의 증가

로 인해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선체는 전투 환경에

서 발생되는 비접촉성 수중폭발 충격에 대한 내충격 성능을 증대

시켜 생존성능을 향상시킨다.

잠수함의 최대잠항심도(maximum operating depth)는 작전 수

행이 가능한 최대 심도를 말하며, 실제 설계되는 수심 즉 설계심

도는 최대잠항심도에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안전계

수는 잠수함 선체구조의 강도계산 및 제작 건조 상의 부정확성을 

보상하거나, 잠수함이 최고속력으로 잠수할 경우 잠수함이 파괴

가 시작되는 심도를 통과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심도 여유치를 

고려한 것으로서 통상 붕괴심도(collapse depth)로 정의된다. 

3.3.2 압력선체 설계하중과 안전계수

잠수함 압력선체의 설계하중은 잠수함의 최대잠항심도에 안전

계수(safety factor)를 적용한 붕괴심도로 결정하게 된다. 안전계

수는 잠수함 설계/건조에 대한 설계개념 및 기술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안전계수를 

1.5∼2.0 범위에서 적용하고 있다. 

Table 1 Safety factors of pressure hull

Collapse mode USA British Germany

Shell yielding 1.5 1.5

1.5∼2
Shell buckling 2.25 1.5

General instability 3.75 2.0

End dome buckling - 1.75

국내의 잠수함 압력선체 구조설계는 기존 실적함 자료와 설계

개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계수와 설계하중을 정의하여 

적용하고 있다.

      (6)

여기서 SF는 안전계수(safety factor), CP(Calculation Pressure)

는 계산압력으로 최대잠항심도에 안전계수를 고려한 압력, 즉 붕

괴심도에서의 압력으로 압력선체의 설계압력이며, NSP(Nominal 

Service Pressure)는 최대잠항심도에서의 압력이다.

3.3.3 내부 및 외부선체 설계하중

잠수함 내부 및 외부선체에 적용하는 설계하중은 탱크 압력, 

갑판통행하중, 유동하중, 파랑하중 등으로 통상 함의 운용환경으

로부터 주어진다. 

내부선체 구조는 주로 탱크구조, 격벽, 갑판, 장비받침대 구조

로 구성되므로 탱크 및 내압격벽 운용압력, 통행하중, 충격하중 

등이 적용된다. 외부선체 구조는 주부력탱크의 운용압력, 파랑하

중, 수직/수평타 하중,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며, 충격하중은 함의 

내충격 요구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3.4 선체구조 재료

잠수함 선체재료로서 압력선체의 경우에는 고장력강(HTS), 고

항복강, 고강도저합금강 등이 있으며, 내부 및 외부선체의 경우

에는 연강, 고장력강, 알루미늄 합금, 복합재료 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선체재료의 선정요소로서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 중량, 

가공성, 용접성 및 가격 등이 있다. 해당 재료에 대한 잠수함 건

조실적도 큰 고려요소이며, 선체구조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선

정요소가 달라진다.

3.4.1 압력선체 재료

잠수함은 심해수압에 견디면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량화가 필수적이므로 압력선체에는 고강도 재료가 요구

된다. 따라서 압력선체 재료는 통상 잠항심도 및 압력선체의 크

기(직경)에 따른 중량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압력선체 재료에는 고항복(HY)강, 고강도저합금(HSLA)강, 

비자성 고항복강, 티타늄 등이 사용된다. 각 재료들은 그 특성에 

따라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실제 적용 시에는 함의 건조제작 측

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항복

강은 연강의 특성을 가지면서 항복응력이 증가된 상태로서 고강

도, 고인성(high toughness), 내부식성 및 피로특성이 우수하며, 

내부재로 사용되는 고장력강과 같은 다른 강들과의 용접성도 우

수하다. 그러나 고항복강은 용접부에서 발생하는 저온균열, 열영

향부에서의 강도변화 및 충격인성 저하 등의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예열온도 준수 및 엄격한 용접관리 등으로 

인해 품질관리 및 제작상의 어려움으로 건조비용이 증가하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고항복강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개발된 고강도

저합금강은 고항복강과 동일한 고강도 및 고인성을 지니며 고항

복강에 비해 용접 전 예열온도가 낮아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비자성강으로서 오스테나이트(austenite)강은 자기신호

(magnetic signature)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고항복강

에 비해 낮은 항복응력을 지니고 있다. 비자성 재료인 티타늄

(titanium)은 내부식성, 높은 강도/중량 비를 지니고 있어 함의 기

동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재료 가격이 높다. 

강재, 티타늄 및 복합재 등의 압력선체 재료를 사용하여 중량

과 운항심도를 비교함으로써 설계자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Fig. 5는 이러한 압력선체 재료와 붕괴심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Zimmerman, 1990), 수평축은 배수량에 대한 

선체중량 비이고 수직축은 붕괴심도이다.

Fig. 5 Pressure hull materials and collapse depth

3.4.2 내부 및 외부선체 재료

일반적으로 잠수함 내부선체 구조부재 재료는 자기신호가 중

요한 설계관점이 아닌 경우에 용접 시의 예열 문제나 피로균열의 

결함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항복강 대신 DH-36 등의 고장력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특별히 높은 하중을 받는 내압격벽과 같

은 구조부재이거나 비자성이 요구되는 구역 등에는 각각 고항복

강 및 스테인리스 강 등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선체 구조는 설계하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고장력강

을 사용하거나, 또는 요구특성에 따라 GRP/CRP 등의 복합재료

를 사용한다. 함수미부의 외부구조는 자유충수 구역으로서 높은 

강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량, 용접성, 피로강도 및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고장력강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부와 상부구조 

케이싱(casing)은 음향성능 및 부식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므

로 GRP/CRP 등의 복합재료가 많이 사용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잠수함 선체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요소를 

기술하고, 현재 국내의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절차와 압력선체 초

기부재 추정, 압력선체 강도계산, 설계하중, 선체재료에 대해 현

황을 기술하였다. 현 국내의 잠수함 선체구조 설계는 기존 기술

도입으로 확보한 실적함 및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선

진 해군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발전을 고려하면 한국형 잠

수함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

발 및 설계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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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후미형상을 갖는 압축공기 발사 수중운동체의 동유체력

김학선(충북대학교), 이승수(충북대학교), 박초롱(충북대학교), 김동훈(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압축공기에 의한 수중운동체 발사시스템은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탱크로부터 추진력을 얻는다. 압축공기에 의한 발사 과정에서

는 압축공기 압력, 발사수심, 방출밸브 개방변위, 발사체 형상 등에 따라 수중운동체의 거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

에서는 동일한 발사조건에서 수중운동체의 후미부 형상에 따른 유체력과 거동 특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압축공기에 의하여 

발사관 내 후미의 압력과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이동거리에 따라서 분석하여 수중운동체의 거동과 압력 패턴을 비교하여 

발사관 이탈 직후의 탈출 속도와 관계를 분석하여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이 미치는 거동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중운동체

의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1 자유도를 갖는 직진 운동체로 전산모델링을 하였으며 압축공기와 해수의 2상 압축성 유동장으

로 VOF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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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밀폐된 영역 내에서 고압의 압축공기가 저압의 수

중에 있는 운동체에 밸브가 열리는 경우 발생하는 압축공기의 팽창

으로 운동체에 유체력이 전달되어 수중운동체가 발사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수행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분자 차원의 섞임이 

없는(immiscible) 다유체 압축성 유동의 수치 해석이 수반된다. 

전산해석은 상용 CFD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관내 수중

운동체의 후미 형상을 달리하여 수행하였으며,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하여 공기와 물 모두 압축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고압력비의 2상 압축성 유동장에서 상경계에서 비정상적인 압력

교란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압력교란은 상경계에서 직접적

인 압력 이완 방식(Miller, 1996)을 적용하여 Park과 Lee(2008)이 제

거하였다. 그러나 FLUENT에서는 다상압축성 유동장 해석을 초기 압

축공기의 팽창에 의한 상경계에서 비정상적이 교란이 발생하게 되

고, 상경계에서의 유속이 주변 유속보다 작게 계산된다. 그러나 수

중운동체의 경우 수 m 이동하는 경우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유체

력의 평균적인 거동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김학선, 2010; 김학선, 

이승수, 최걸기, 2010). 본 연구에서는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이 

다른 두 종류의 운동체를 대상으로 형상이 운동체에 미치는 동유체

력을 해석하는 것이다. 압축공기 팽창 초기의 정확한 동유체력을 계

산하려면 Park과 Lee(2008)와 같이 비정상적인 압력교란이 제거된 

알고리즘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 m를 움직이는 수중운동체

의 유동장 주변 해석에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계산과 전산 모델링의 

어려움이 있어 FLUENT를 사용하여 동유체력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2. 전산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축공기 발사시스템은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압축공기탱크(Air Bottle)에 고압의 압축공기가 있으며 밸브의 

개방과 동시에 발사관에 고압의 압력이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

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장

은 3차원 비정상상태 압축성 유동장을 수행하였다. 공기와 물의 2상 

유동장을 해석하기 위하여 VOF(Volume of Fluid) 모델을 사용하였

으며 압축공기 팽창에 의해 빠른 유속과 작은 시간 동안 해석을 하

기 때문에 유체는 난류모델은 사용하지 않았다. 공기는 이상기체를 

사용하였으며 물은 압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식(1)과 같이 물의 체

적탄성계수( )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그리고 음속( )은 식

(2)와 같이 정의하였다.

 



 (1)

  
 






 (2)

Pressure-Velocity Coupling은 PISO Scheme를 사용하였으며 모

든 지배방정식은 공간에 대하여 2차정확도를 사용하였고, 시간에 대

하여 1차정확도를 사용하여 전산해석을 하였다. 

Fig. 1 압축공기에 의한 수중운동체 발사시스템

(a)

(b)

Fig. 2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 (a)Case 1 (b) Case 2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은 Fig. 2와 같이 두 종류의 형상을 대상

으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중운동체 Case 1의 경우에 육면체 

격자 약 280만개를 사용하였고, Case 2의 경우에는 사면체와 육면

체 격자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약 350만개이다. 수중운동체는 발

사관 내에서 1 자유도를 갖고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Dynamic Mesh 방법은 Lay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수중운동체와 

관 사이의 마찰력은 무시하였다. 압축공기와 물은 상온에서 발사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초기 물의 압력은 2.5bar로 하였다. 압축공

기가 팽창에 의해 공기의 온도가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면의 온도조건은 Convection을 사용하였다.

Fig. 3과 4는 초기 밸브의 개방 후 수중운동체의 이동거리에 따라

서 Fig.1 의 압력 계측 지점(Tube)과 후미 부분 평균압력(Back 

Pressure)을 보여주고 있다.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후미 

압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발사관의 압력을 통하여 후미의 압력을 

추정할 수 있다. Fig. 3과 4에서 압력은 해석시간 0.01초에서 압력

계측지점에서의 압력을 기준으로 나타내었고, 이동거리는 수중운동

체의 길이에 대한 비율에 나타내었다.



Fig. 3 Case 1 수중운동체의 이동거리에 따른 압력분포

Fig. 4 Case 2 수중운동체의 이동거리에 따른 압력분포

Fig. 3의 경우에는 발사관 내 압력과 후미 압력이 Fig.4와는 다르

게 비숫한 경향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의 경우

에는 발사관의 압력과 후미 평균 압력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나타

나고 있다. Fig.4 즉 Case 2의 경우에는 후미 평균 압력은 경사진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다. Fig. 5에서 Case 2의 후미 부분 압

력을 수중운동체의 이동축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운동

체의 전체 길이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의 

압력은 Fig. 4와 동일한 압력비로 나타내었다. 범례는 Fig. 4의 10번

째 점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이동거리 0.05에서 후

미 압력은 Fig. 5에서 0.6T와 같은 시간에서 압력분포이다. 0.8T와 

후미 끝에서의 압력은 비슷하지만 경사진 부분을 따라서 압력이 후

미 끝보다 낮은 압력이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발사관의 

압력보다 낮은 영역이 나타났다. 발사관 후미의 압력경사가 보이는 

이유는 압축된 공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

문이다. Case 1에서는 후미 평균압력이 발사관의 압력보다 큰 영역

이 존재하지 않지만 Case 2에서는 공기의 압축과 팽창에 따라서 서

로 교차되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Fig. 6과 7은 수중운동체의 이동거리에 따라서 운동체에 작용하

는 유체력과 발사관 압력계측지점에서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압

력과 유체력은 모두 해석시간 0.01초의 값을 기준으로 무차원화 하

였다. Case 1의 경우에는 관내 압력변화와 유체력의 변화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이동하지만, Case 2의 경우에는 압력은 부드러운 곡

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체력은 Fig. 5에서 보여지는 압력 경사 때

문에 진동하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의 감소비에 비하여 유체력의 감소비가 큰 이유는 수중운동

체의 이동속도에 따른 전두부의 압력상승으로 인한 유체력의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Fig. 5 Case 2 수중운동체 후미 압력분포

Fig. 6 Case 1 수중운동체 이동거리에 따른 유체력 및 후미 

압력분포

Fig. 7 Case 2 수중운동체 이동거리에 따른 유체력 및 후미 

압력분포

3. 결 론

압축공기에 의한 관내 수중운동체의 발사 시스템을 2상 3차원 비

정상 압축성 유동장 해석을 통하여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에 따라

서 동유체력의 특성을 전산 해석 하였다. 2상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VOF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공기와 물 모두 압축성 유체로 해석을 

하였다.



수중운동체의 후미 형상이 단순한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과 경사

진 후미 형상에 대하여 전산 해석한 결과 경사진 후미 형상은 공기

의 팽창과 수축에 대하여 함께 진동하는 응답을 보였으나 단순원 원

형일 경우에는 관내 압력과 같은 응답을 보여 주였다. 

따라서 압축공기 발사시스템은 발사체의 후미 형상에 따라서 압

축공기가 팽창하는 동안에 압축-팽창이 반복되는 영향이 유체력이 

미치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미 형

상이 복잡하면 발사관 내의 압력 분포가 수중운동체 후미 평균 압력

과 다르게 분포하여 수중운동체의 관 탈출 시 속도를 추정하는데 있

어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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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기법을 이용한 샌드위치 복합재 원통의 균열 감지

박진하(경상대학교), 최진호(경상대학교), 권진회(경상대학교)

요 약

The Studies on the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s of the composite materials are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their reliability and safety. AE(Acoustic Emission) can evaluate the 
defects by detecting the emitting strain energy when elastic waves are generated by the 
generation and growth of a crack, plastic deformation, fiber breakage, matrix cleavage, or 
delamination.

In this paper, the AE signals of the sandwich composite cylinder during the pressure test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signal characteristics of PVDF sensors were measured, 
and an AE signal analyzer which had the low pass filter and resonance filter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Also, the crack detection capability of the fabricated AE signal analyzer was 
evaluated during the pressure tests of the sandwich composite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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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의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은 경화 과정 동안 생긴 잔

류응력이나 제작 중의 과부하로 생성된다. 이런 결함의 범위는 

미세한 수준에서 종종 구조물의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함의 크기를 측정하는 관용적인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 또한, 복합재료 내부에서 결함의 생성, 성장 및 축

적 과정을 마이크로 기계분석 및 비파괴 검사로 밝혀 낼 수 있으

면, 응력, 파손강도의 잔여 수명을 더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2~6]. AE법은 탄성파가 발생하였을 때, 방출된 변형에너지로 

균열의 성장, 소성변형, 섬유파손, 모재파손, 및 박리를 감지 할 

수 있다.[7~11]. 본 논문에서는, 샌드위치 복합재 원통이 외부 

수압을 받는 동안 발생한 AE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AE 

신호 분석기인  동조회로가 설계, 제작 되었다. 또한, 제작된 AE 

신호 분석회로는 외부수압을 받는 샌드위치 복합재 원통의 균열

을 측정할 수 있다. 

2. 실험 및 결과

2.1 복합재료의 AE 신호 특징

Fig. 1은 샌드위치 시편의 수압실험후의 좌굴형상이다. 이 시

편은 샌드위치코어를 기준으로 상하에 프리프레그를 

로 적층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리프레그는 SK Chemical 사의 

USN-125 B 이다. 수압실험 후의 샌드위치 시편은 최대 압력에

서 갑작스런 붕괴가 발생하였음을 관찰하였다.

    

 Fig. 1 Shapes of sandwich composite cylinder

2.2 AE 신호분석 및 파손 감지 

복합재 내압 구조물의 파괴 신호를 검출 할 수 있는 전용 회로

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복합재 내압 구조물의 파괴신호를 검출 

할 수 있는 AE신호 분석기 회로는 동조기와 Counter 등으로 구

성되어져 있다. L-C 동조기는 복합재의 파손 신호를 검출하기 

Fig. 2 Photograph of the sandwich cylinder after pressure 

test

Fig. 3 FFT analyses of the AE signals under the pressure 

test

위한 회로로서, 중심주파수를 240KHz로 설정하였다. L-C동

조기는 240KHz 주변의 매우 좁은 대역폭의 신호만 통과시킨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외부수압을 받는 복합재 원통의 파손 예측을 

위하여, AE신호의 검출 및 분석을 위한 AE signal analyzer가 설

계 및 제작 되었다. 지정된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L-C 동조

회로를 사용하였다. 복하재 원통의 외부수압 실험 시, 기계적 충

격과 좌굴의 파손신호가 확연히 구분되었고, AE signal analyzer

를 이용하여 파손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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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렬 중첩격자기법을 이용한 축류펌프 주위의 점성유동 해석

안 상 준,  권 오 준 (KAIST),  신 용 구 (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In the present study,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xial-flow pump has been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a 

RANS flow solver based on pseudo-compressibility. A vertex-centered finite-volume method was utilized in conjunction 

with 2nd-order Roe's FDS to discretize the inviscid fluxes. The viscous fluxes were computed based on central 

differencing. The Spalart-Allmaras one equation model was employed for the closure of turbulence. A dual-time 

stepping method and the Gauss-Seidel iteration were used for unsteady time integration. An unstructured overset mesh 

technique was adopted to treat the relative motion between multiple bodies. A calculation was made for  axil-flow 

pump named a high Reynolds number pump(HIREP). Reasonable agreements were obtained between the present 

results and the experiment for the pressure coefficients on the blade surface, the integrated blade loadings and the 

circumferential variation of velocity component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축류펌프는 다수의 날개를 가지고 회전하는 로터, 회전하지 

않는 Inlet guide vane(IGV) 및 로터를 둘러싸는 케이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축류 펌프 주위에서는 케이싱과 로터 간의 상호작용, 

로터와 IGV 간의 상호작용, tip vortex의 발생, off-design 조건

에서의 유동 박리 등 매우 복잡한 비정상 유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축류펌프의 설계 및 성능예측을 위해서 정확한 유동해석

이 필요하다.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축류펌프 주위의 유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Zierke, et al.(1993)는 CFD해석의 검증 및 유동 특

성의 분석을 위해 high Reynolds number pump(HIREP) 형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Dreye, et al.(1994)와 Yang(1994)은 

HIREP 형상에 대하여 정렬 격자계에서 주기적 경계조건을 이용

하여 IGV와 rotor passage에 대한 해석하여 실험치와 비교하였

다. Yo, et al.(1996)은 로터를 제외하고, IGV에 대해서만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RANS 코드(2002)를 이용하여 축류

펌프 주위의 점성유동을 해석하여 유동특성을 관찰하고, 유동해

석 코드를 검증하였다. 축류펌프의 복잡한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격자생성의 유연성을 갖는 비정렬 격자계를 사용하였고, 로터와 

IGV 간의 상대운동해석을 위해 중첩격자기법을 사용하였다. 해

석 결과는 Zierke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2.1 지배방정식

점성, 비압축성 유동을 지배하는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에 Chorin(1967)의 인공압축성 방법을 적

용하여 적분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1)

식 (1)에서 는 제어체적을 나타내며, 는 제어표면, 은 

제어표면의 바깥방향으로의 법선벡터를 나타낸다. 는 비정상 유

동해석을 위한 실제 시간(physical time)을 나타내며, 는 정상 

유동의 시간전진을 위한 가상시간(pseudo time)을 의미한다. 유

동변수 와 행렬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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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각각 비점성 및 점성 플럭

스를 나타낸다.

지배 방정식에 유한 체적법을 적용하기 위해 격자 중심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사면체, 프리즘, 피라미드 격자요소에 대해 메디

안-듀얼 방법을 적용하였다. 듀얼 경계면에서의 비점성 플럭스는 

Roe(1981)의 Flux Difference Splitting(FDS)를 사용하여 계산하

였고, 점성 플럭스는 중심차분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유동

변수의 일차 미분값은 Green-Gauss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실제 시간항은 시간간격에 항상 안정한 Euler의 후방차분법

을 사용하고, 가상 시간항에 대해서는 해의 수렴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중시간 적분기법을 적용한 내재적 시간적분 기법을 사용

하였다. 정상 유동 및 가상 시간에서의 시간적분은 국부시간 전

진기법(local time stepping)을 사용하여 수렴성을 증진시켰다. 

난류 모델은 Spalart-Allmaras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산시간의 절감과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병렬화된 

유동해석 코드를 사용하였다. 프리즘, 피라미드, 사면체의 혼합 

격자로 구성된 계산 영역의 분할은 MeTis library를 사용하였고, 

각 프로세서로 나누어진 계산 영역의 유동 변수는 MPI library를 

사용하여 자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2 비정렬 중첩격자기법

비정렬 격자계에서의 중첩격자기법은 불규칙적인 자료구조로 

인해 격자요소를 구성하는 격자점의 위치 파악을 위한 탐색

(searching)을 필요로 하게 된다. 탐색을 거쳐 얻어진 격자점의 

위치정보는 계산에서 제외될 격자요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삽간되어야 할 격자점 및 경계면에 유동변수를 가중치에 따라 부

여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웃하는 격자들을 이용하

는 이웃간(N2N: neighbor to neighbor) 탐색방법 중 강건하고 신

속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는 선형형상함수(linear shape 

funct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격자점중심방법에서 중첩격자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격자계에서 임의의 격자

요소를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을 홀 컷팅(hole coutting)이라고 하며,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 격자요소를 구성하는 격자점을 구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격자점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벽면에서의 최소거리를 이

용하는 Nakahashi((2000)의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격자점을 결정하였다.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격자간의 정보전달은 

형상함수를 이용한 삽간을 통해 구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동조건 및 계산 격자

HIREP 형상은 그림.1과 같이 13개의 IGV(inlet guide vane)와 

13개의 로터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지며, 허브와 케이싱의 직경은 

각각 0.53m 및 1.07m 이다. Inlet guide vane의 chord 길이는 

0.175m 이고, 케이싱과 로터 블레이드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3.3mm이다. 실험에서의 유동조건은 유입 속도가 10.63m/s, 

rotor의 회전수가 260rpm이며, 레이놀즈수는 IGV의 chord길이와  

유입 속도를 기준으로 230,0000이다. 그림. 2는 유동해석에 사

용된 격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IGV 및 로터 블레이드 주변에 조

밀한 격자를 분포시켰다. 정지해있는 IGV 주위에 생성된 주격자

계와 회전운동하는 로터 블레이드 주위에 생성된 부격자계로 구

성되며, 중첩격자기법을 이용하여 상대운동을 모사하였다. 점성

유동 해석을 위해 IGV, 케이싱 및 로터 블레이드의 표면에 25개

의 프리즘 격자를 적층하였고, 나머지 계산 영역에는 사면체 격

자를 이용하여 전체 격자계를 형성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 

는 8,794,573개의 격자점과 27,150,959개의 격자요소로 구성되

며, 병렬계산시 영역 분할은 180개로 이루어진다. 계산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입구에서는 속도성분, 출구에서는 압력값을 고정하였

다.

 

3.2 Inlet guide vanes

그림.3은 IGV 블레이드 흡입면에서의 유선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 및 해석 결과에서 블레이드의 trailing edge 부근에서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는 블레이드 표면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압력계수는 식. 3과 같이 정의된

다.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3)

그림 5는 IGV 블레이드의 trailing edge로부터 49.7% 후방의 

면에서 span 길이의 9.5%, 52.4% 및 82.5% 지점의 원주방향

에 따른  속도성분을 나타내고 있다. 각 속도 성분은 로터 블레

이드 끝단에서의 속도로 무차원화 되었다. IGV의 블레이드 개수

와 동일한 13번의 주기로 속도성분들이 변화하고 있다. 반경방향

의 속도 성분에서 유동의 방향을 포함한 속도분포가 실험결과와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축방향 및 접선방향의 속도는 후류의 

깊이가 실험결과에 비하여 다소 작게 예측되나 주기와 속도의 크

기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후류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격자요소의 조밀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Computational model

Fig. 2 Computational meshes

(a) Experiment (b) Computational result

Fig. 3 Streamlines on suction side of the IGV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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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IGV blade surface

3.3 Rotor Blades

그림.7은 로터 블레이드 흡입면에서의 유선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 결과 및 실험 결과에서 모두 유동 박리 현상을 나타

나고 있으나,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에 비하여 다소 후방에서 박리

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8는 블레이드 표면에

서의 압력계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 결과가 실험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압력 분포를 통하여 로터의 70% 부근에

서 추력이 크게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9는 로터 블레

이드의 trailing edge로부터 32.2% 후방의 면에서 span 길이의 

10.5%, 48.2% 및 81.3% 지점의 원주방향에 따른  속도성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블

레이드 표면을 따라 흐르는 유동으로 인하여 로터 블레이드의 후

방에서는 축방향 속도가 감소하고,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이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로터에서 발생하는 추력계수 

및 토크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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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ircumferential variation of velocity components 

49.7% chord downstream of the IGV trailing edge

(a) Experiment (b) Computational result

Fig. 6 Streamlines on suction side of the roto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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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rotor blade surfac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GV, 로터 및 케이싱으로 구성된 축류펌프의 

내부유동을 비압축성 RANS code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로터

의 상대운동 해석을 위해 비정렬 중첩격자기법을 이용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IGV 및 로터 블레이드

의 표면에서의 압력분포, 후류 영역에서의 속도 성분 및 로터에

서 발생하는 추력과 토크 등의 해석 결과가 실험 데이터와 잘 일

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RANS code가 축류펌프와 펌프제트 및 

워터제트와 같은 추진기의 성능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중운동체 특화연구센터의 전산유

체역학을 이용한 수중운동체 선체-제어판-추진기 상호작용연구 

결과의 일부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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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잠수정 개발 동향 및 소요기술

김찬기(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무인잠수정에 대한 기술이 성숙되어 가면서 무인잠수정은 군사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무인잠수정들이 개발

되고 연구되고 있으며 다수의 무인잠수정들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학계의 

연구는 무인잠수정을 저비용의 소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무인

잠수정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4년에 무인

잠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대기뢰전으로 제한되었던 무인잠수정의 

임무를 정찰이나 대잠전 등의 임무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인잠수정을 개발하기 위한 소요기술에는 선체/선형, 추진체계, 

운항제어체계, 탐지체계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운용 플랫폼과의 연동이 

요구된다. 최근의 주 관심사로는 수중체류 시간을 60일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나 장기체류에 따른 신뢰성 확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무인잠수정 개발 동향을 정리하고 소요되는 기술들을 정리하여 

국내 무인잠수정 개발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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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HILS 기반의 수중체 냉각 시스템 설계

정성영(수중운동체 특화연구센터), 김지윤(한국해양대), 곽준호(한국해양대), 오진석(한국해양대)

요 약

본 논문은 HILS를 기반으로 한 수중체용 냉각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전력전자 소자의 발전에 따라 대용량 전기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전기추진시스템을 탑재하여 추진하는 수중체는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전동기, 인버터에서 주로 발

생하는 열은 인버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중체 냉각 시스템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 중앙집중식 냉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냉각 시스템을 분석하고, 냉각 펌프에 소모되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중체용 ESS 냉각 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한 냉각 시스템의 제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abVIEW를 기반으로 한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수중체용 냉각 시스템에 비해 

온도 안정성은 유지되면서, 펌프 전력 소모량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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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 및 문화교류가 커짐에 따라 운송기

기 및 산업기기가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수중체의 경우 관광 

자원 및 지하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

저 자원 매장 가능성과 육상 자원의 고갈로 인해 이러한 장비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환경에 대응하고, 

수중체에 관한 국가 기술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수

중체의 국내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중체는 운항목적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추진시

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 수중체의 추진시스템은 설치공간

의 유연성, 디젤과 가스터빈을 연동하는 추진시스템에 비하여 낮

은 소음과 진동 특성, 직결 기계식 추진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에

너지 효율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추진 전동기를 이용

한 전기추진시스템을 사용한다. 수중체용 전기추진시스템 구성은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기, 발전기 전

력을 보관하는 축전지, 비상시 전력시스템인 연료전지 등으로 구

성된다. 생성된 전력은 인버터를 이용하여 추진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

Fig. 1 Configuration of propulsion system

그러나, 높은 전력사용으로 인한 발열량은 인버터 및 각종 제

어기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수중체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이 필

요하다.

수중체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시험

을 위한 환경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과 연구비 투자 및 위험부담

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

션기법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연구 개발과 

성능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만으로 구현

된 시뮬레이션 루프에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실제 하드웨어

로 대체하는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기법이 각

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시스템을 탑재한 수중체의 냉각 시스

템에 수중체용 ESS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냉각 시스템 최적

화를 진행하고, HILS(Hardware in the Loops Simulation)를 이용

하여 제안하는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2. 수중체 냉각 구조

일반적으로 수중체 냉각 시스템은 추진전동기 및 인버터에서 

발생한 열을 청수로 냉각한 후 해수를 이용하여 청수를 냉각하는 

중앙집중식 냉각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 운용상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2대 이상의 해수 및 청수 펌프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수계통은 수중체 운전상태를 고려하여 저출력 펌

프, 고출력 펌프를 각각 적용하여 냉각 시스템을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구조를 단일 및 이중 냉각구조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전모드를 고려하여 냉각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Fig. 2 Single cooling system

Fig. 3 Double cooling system

Fig. 2는 단일 냉각 시스템을 나타내며, Fig. 3은 이중 냉각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단일 냉각 시스템은 구성, 정비 및 보

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템 안정성

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중 냉각 시스템은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시스

템 안정성이 높으며, 열원부에서 열을 균일하게 전달 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수중체의 냉각 시스템은 안정성 및 신뢰성이 설계에 가장 중

요한 요인이 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 냉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

 3.1 기존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

기존의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은 수중체의 RPM에 따라 운전모

드를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뉜다. 해수 및 청수 펌프는 수중함

의 운전모드에 따라 펌프를 다단으로 제어하거나, On/Off한다. 

다음 Table 1은 운전모드에 따른 해수 및 청수 펌프의 동작을 나

타낸 것이다.

Operation 

mode

Fresh 

water pump
Sea water pump

Low
Circulation 

pump

Off 

(Primary circulation 

sea water)

Middle
Fresh water 

pump (Low)

No.1 Sea water 

pump

High
Fresh water 

pump (High)

No.1, No.2 

Sea water pump

Redundancy
Fresh water 

pump (High)

No.1, No.2 

Sea water pump

Reduced
Fresh water 

pump (High)

Off 

(Primary circulation 

sea water)

Table 1 Operation mode by propulsion motor RPM

수중체의 운전모드가 저속인 경우 해수 펌프는 구동하지 않으

며, 기본 순환 해수(해수 펌프를 구동하지 않아도 흐르는 해수)만 

흐르게 되며, 청수는 저출력 펌프(순환 펌프)만 구동하게 된다. 

운전모드 중속에서는 No,1 해수 펌프가 동작하며, 청수 펌프는 

저출력으로 동작한다. 운전모드 고속에서는 No.1, No.2 해수 펌

프 모두 동작하며, 청수 펌프도 고속으로 동작하여, 인버터 및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최소화한다.

운전모드중 Redundancy는 수중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알고리

즘으로써, 이중 구조의 청수 냉각 시스템 중 한쪽의 청수 열교환

기, 펌프를 구동하지 못하는 경우 Change Over Valve (Coupling 

Valve)를 이용하여 반대쪽 펌프 및 열교환기로 양쪽의 냉각 시스

템을 모두 구동한다. 이때 해수, 청수 펌프 모두 최대 출력으로 

동작한다.

Reduced mode는 전동기의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극히 

미미하여, 청수 열교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수 자체

의 순환만으로 냉각을 진행한다. 해수 펌프는 동작하지 않으며, 

청수 펌프는 고출력으로 동작한다.

이때 청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청수 온도 제어 

밸브(3-way valve)를 이용하여 냉각기로 들어가는 청수 유량을 

제어한다.

 3.2 ESS를 적용한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

ESS를 적용한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은 운전모드의 특성, 이

중 구조 냉각 시스템 특성, 추진 전동기의 운전모드별 조건을 반

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림 2는 제어 알고리즘의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Fig. 4 Cooling system for ESS control algorithm

기존의 수중체 냉각 알고리즘의 경우 같은 운전모드일 때 발

열량, 외부 환경(외부 해수 온도, 외기 온도)이 변화해도 펌프는 

일정한 출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과냉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수 온도 제어 밸브를 제어함으로써 

냉각기에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한다. 그 결과, Stator와 Inverter

에 들어가는 청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때, 청수펌프

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을 분석해보면, 청수 온도 제어 밸브

를 통해 Bypass되는 유량만큼 전력을 낭비하는 현상이 발생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SS를 적용한 제어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버터를 이용하여 청수 펌프의 RPM을 전

기추진모터의 RPM,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

써 펌프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을 최소화하고, 온도 안정성을 확보

하였다.

4. HILS 구축을 위한 모델링

 4.1 HILS 시스템

수중체용 냉각 시스템의 실험은 청수 펌프의 유량 변화에 따

른 청수 온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 수중체

용 냉각 시스템에 적용하여 반복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1회 실험

당 5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반복실험을 하기 위하여 청수 

온도를 초기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청수 온도 변화는 전동기 구동시 전동기 및 인버터의 

안정성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침으로 외부 환경을 극한의 상황

으로 가정하고 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안정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실험

이 가능하며, 실험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HILS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냉각 알고리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Controller)와 전동기

의 냉각 시스템(HILS)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NI사의 cRIO제품을 

이용하였으며, 기타 환경 데이터 설정과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였다. 다음 Fig. 5는 수중체 냉각 시스템용 HILS 



Fig. 6 Block diagram for double cooling system

시스템의 구성을, Fig. 6은 HILS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HILS system of the cooling system

Fig. 6 HILS system hardware

 4.2 HILS 시스템의 모델링

4.1.1 냉각 시스템용 HILS 시스템의 S/W 구축

청수 펌프에 의해 발생한 유량은 청수 온도 제어 밸브의 개도

에 따라 냉각기로 들어가는 유량과 Bypass되는 유량이 결정된

다. 냉각기로 들어간 청수는 해수에 의해 냉각되어 청수 온도 제

어 밸브에서 Bypass된 청수와 섞이게 된다. 이 청수는 냉각 유

량 제어 밸브를 통해 발열부(전동기, 인버터)의 발열량에 따라 분

배된다. 발열부에서 열을 흡수한 청수는 다시 청수 펌프로 돌아

오게 된다.

이와 같은 냉각 시스템을 HILS로 구축하기 위하여 NI사의 

cRIO와 LabVIEW를 이용하였다. 다음 Fig. 6은 수중체용 이중 냉

각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며, Fig. 7은 수중체용 이중 냉각 

시스템의 LabVIEW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Fig. 7 Block diagram for double cooling system (LabVIEW)

4.1.2 냉각 시스템용 HILS 시스템 수학적 모델링(냉각기)

냉각기의 수학적 모델링은 크게 LMTD와 ε-NTU가 있다. 

LMTD에 의한 냉각기 해석은 모든 출입구 온도를 알고 있을 때 

사용되며, 주로 냉각기 설계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냉각기의 

성능을 알고 있거나, 또는 실험 데이터를 통해 산정할 수 있지만 

냉각기 출구측의 유체 온도를 모르는 경우 LMTD를 이용해 출구

측 유체 온도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ε-NTU를 이용하

여 냉각기를 모델링하였다.



대항류 냉각기에서 유용성 ε는 냉각기의 최대 열교환율에 대

하여 주어진 냉각기의 실제 열전달률과의 비로 정의된다. 최대 

열교환율을 갖는 냉각기는 무한한 열전달면을 가진 청수 냉각기

를 가정하며, 외부로 전달되는 열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유용성 ε는 식 (1)과 같이 정

의된다.




 
  

   



 
  

   
 (1)

 는 청수측 열용량률 ,  는 해수측 열용량률

을 뜻하며,  은 냉각기 청수측 입구 온도,  은 

냉각기 청수측 출구 온도,  은 냉각기 해수측 입구 온도, 

 은 냉각기 해수측 출구 온도를 뜻한다. 


은  ,  중 

작은 값으로 선택한다.

냉각기의 열전달률은 수식 (2)와 같이 결정된다.

 


   (2)

수식 (1)과 (2)를 ε에 관하여 정리하면 수식 (3)과 같다.


 


 









(3)

이때 


은 열전달계수 NTU라 하며, 냉각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수로써 모델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값은 

설계시 결정되나,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냉각기는 설

계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된 냉각기의 NTU는 실

험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정한다.

다음 Fig. 7은 LabVIEW를 이용한 냉각기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Fig. 7 Block diagram for cooler

4.1.3 냉각 시스템용 HILS 시스템 수학적 모델링(발열부)

대용량 추진 전동기를 이용한 수중체용 전기추진시스템은 추

진 전동기의 RPM에 따라 Stator와 Inverter에서 열이 발생한다. 

전동기 외부로 복사, 전도에 의한 열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Stator와 Inverter에서 발생한 열의 일부는 청수가 가져가고, 나머

지 일부는 Stator와 Inverter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이때 

발열부에서부터 청수로의 열전달량은 열전달계수 과 발열부의 

온도와 청수의 온도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발생한 열중 청

수가 가져가지 않은 열량은 Stator와 Inverter의 온도를 높이게 되

는데, 이때 Stator와 Inverter의 비열에 따라 온도 상승 곡선의 기

울기가 결정된다. 

다음 식 (4)는 청수가 가져가는 발열량을 나타내며, 식 (5)는 

발열부의 온도 상승을 나타낸다.

  

  (4)



  ′ 


′ (5)

 는 발열부로부터 청수가 가져가는 발열량을 나타내며, 



는 발열부 온도를 뜻한다.  은 발열부에 남아있는 열량

이며, ′는 발열부 비열, 은 발열부 질량, 

′는 온도가 증가

하기 전 발열부 온도이다.

다음 Fig. 8은 LabVIEW를 이용한 발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8 Block diagram for stator, inverter

5. HILS를 이용한 냉각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된 ESS 냉각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HILS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외부 해수 

온도 30℃에서 운전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냉각 시스템과 

ESS 냉각 시스템의 펌프 전력 소모량과 전동기, 인버터의 온도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온도 안정성은 설정 온도 대비 오차율을 뜻하며, 높을수록 설

정 온도와 실제 온도간에 오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도 안

정성은 수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본 논문에서 Stator와 Inverter의 온도 변화는 RPM에 따라 변

화하기 때문에 설정 온도는 Stator와 Inverter의 평균 온도를 기준

으로 하였다.

다음 Fig. 9는 24시간동안 RPM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9 Motor RPM

시뮬레이션에서 수중체는 24시간중 0~10시 30RPM, 10~14

시 125RPM, 그리고 14~24시까지 60RPM으로 운행하였다. 기

존 냉각 시스템인 경우 청수 유량과 청수 펌프 전력 소모량, 전

동기, 인버터의 온도 변화는 Fig. 10, Fig. 11, Fig. 12에 나타나

고 있다.

Fig. 10 F.W flow (Non-ESS)

Fig. 11 F.W pump power (Non-ESS)

Fig. 12 Stator, inverter temp (Non-ESS)

다음 Fig. 13, Fig. 14, Fig. 15는 ESS 냉각 시스템의 청수 유

량, 청수 펌프 전력 소모량, 전동기, 인버터의 온도 변화이다.

Fig. 13 F.W flow (ESS)

Fig. 14 F.W pump power (ESS) 

Fig. 15 Stator, inverter temp (ESS)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냉각 시스템에서 펌프는 정해진 추진

전동기 RPM에 맞추어 청수 펌프 RPM을 제어하였다. Stator와 

Inverter의 과냉각을 막기 위해 Temp control valve를 제어했기 

때문에 Stator와 Inverter의 온도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ESS 냉각 시스템에서는 추진전동기의 RPM과 관계없이 Stator와 

Inverter의 청수 온도를 기준으로 제어했기 때문에 펌프 전력소모

량이 기존 냉각 시스템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 Fig. 16, Fig. 17은 24시간동안 소모된 청수 펌프 전력 

총 소모량과 Stator와 Inverter의 온도 안정성을 나타낸다.



Fig. 16 F.W pump power

Fig. 17 Stator, inverter temp

24시간동안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냉각 시스템에서 청수 펌

프 총 전력 소모량은 273054kW이며, 온도 안정성은 Stator 

9.08329, Inverter 21.0234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ESS 냉각 시

스템에서 청수 펌프 총 전력 소모량은 223874kW, 온도 안정성

은 Stator 8.98575, Inverter 20.3197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수중체용 냉각 시스템과 제안하는 수중체용 

냉각 시스템에 대하여 HILS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새로운 냉각 알고리즘의 효율, 안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ESS 냉각 시스템은 기존 냉각 시스템에 비

하여 전력 소모량 18%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온도의 안정성 또

한 Stator 1%, Inverter 3.34%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냉각 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

으로 차후 개발되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실제 전

동기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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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1차 세계대전시의 수상 항해를 위주로 하던 잠수함에서는 디

젤기관이 주추진 기관으로서 추진기를 구동하였고, 그 중간에 전

동기/발전기 겸용의 M/G Set가 설치되어 축전지를 충전하고, 축

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추진기를 구동(수중항해) 하기도 하

였다. 2차 세계대전시에는 스노클 장치의 도입, 연축전지의 성능

향상, 디젤 발전기와 추진전동기의 분리 등으로 수중 동력원인 

연축전지, 추진기를 구동하는 추진전동기, 축전지 충전 전원 공

급용 디젤 발전기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식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

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재래식 잠수함의 배수량이 증가하

고 있으며 함의 추진 성능 또한 원자력 잠수함에 대등한 속도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재래식 잠수함 추진체계의 핵심 장비인 추진

전동기는 기존의 직류 전동기에서 최근 전력전자 기술과 영구자

석 재질의 발전을 통해 효율과 운용성이 뛰어난 영구자석 전동기

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의 추

진전동기 발전 추세와 국외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국과연에서 수

행중인 추진전동기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2. 본론

2.1 국외 기술현황 및 발전 추세

잠수함은 극저속의 초정숙 운전으로부터 최대 속력에서의 연

속 운전까지 양호한 속도 제어 성능이 요구되며 추진전동기는 이

를 만족하여야 한다. 기존의 추진전동기는 2대의 전동기를 전기

적으로 결합시켜 1대의 전동기로 만든 것과 같은 이중전기자형

의 구조를 가지며, 이는 주 축전지군과의 직 병렬 조합에 의해 

속도 제어를 행하게 된다. 저속 운전시에는 전지 1군  병렬연결, 

전동기 전기자 직렬연결 상태로 되고, 중저속 운전시에는 전지 2

군 병렬연결, 전동기 전기자 직렬연결 상태로 된다. 중고속 운전

시에는 전지 2군 병렬연결, 전동기 전기자 병렬연결 상태로 되

고, 고속 운전시에는 전지 2군 직렬연결, 전동기 전기자는 병렬

연결 상태로 된다. 각 운전 단계 내에서의 미세속도 조정은 계자 

전류의 조정에 의한다. 현재 잠수함용 추진전동기는 소음 및 진

동감소, 감속치차의 제거에 의한 추진 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향

상, 추진기의 효율향상 등을 목적으로 저속화하는 추세로 발전하

고 있다. 또한 중량 및 용적의 감소, 운용 및 정비성 향상, 브러

시에 의한 소음 및 불꽃 제거를 위하여 직류기에서 교류기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 Siemens사에서는 추진전동기의 중량 및 용적을 획기적

으로 감소시키고, 전동기의 모든 속도 구간에서 높은 효율을 유

지하기 위하여 계자에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구

자석형 전동기 Permasyn을 개발하였다.

 

그림 1 독일 Siemens의 PERMASYN

Permasyn 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은 12상, 회전자 영구자석은 

64극, 인버터는 12개 모듈을 갖고 있으며 1개 모듈에는 2개의 

인버터 회로를 갖고 있다. 고장 및 비상시 효율적 운용을 위해 2

부분으로 나누어져 활용되고 있다. 추진전동기의 인버터는 전동

기의 12상 권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단락회로 보호용 

IGBT 및 Fuse를 사용하여 단락전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

다. 인버터 1개 모듈에는 2개의 인버터 회로가 있으며 각각은 권

선 1과 권선 2에 연결되어 있다. 1상의 상권선은 2개의 권선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부하에 따라 직렬 연결 또는 분리 운용을 한다.

그림 2. 프랑스 Jeumont의 MAGTRONIC

 

프랑스의 Jeumont Industrie는 영구자석형 추진전동기인 

MAGTRONIC을 3.0MW까지 개발을 하여 Scorpene급 잠수함에 

적용하고 있다. Scorpene급에 사용된 추진전동기는 고정자 상권

선이 총 26상으로 13상, 2그룹으로 구성으로 있다. 전동기의 상

권선은 서로 간에 절연되어 있으며 IGBT 펄스 제어 인버터에 자

동적으로 스위치 ON/OFF 된다. 이들 인버터는 속도 및 토크를 

전 운전 구간에 걸쳐 부드럽게 제어된다. 인버터에 공급되는 전

원은 하나 또는 두개로 분리된 축전지로부터 공급된다.  주모선

의 1/2 연결하지 않을 경우 정격 출력의 50% 출력이 연속적으로 

공급된다. 인버터 모듈의 고장시라도 정격 토크의 부분 % 만큼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주배전반 설계는 전기자 회로나 여



자회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 진다. 축전지 그룹의 직렬 

연결은 모선 정격과 전력 컨버터 체적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축

전지의 병렬 연결은 저속시 전동기 EMF에 대한 전원 전압을 향

상시키고 컨버터에 의한 전류 리플을 줄일 수 있다.

그림 3. Scorpene급 전동기의 상권선 및 인버터 결선

전동기로부터 역전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커패시터 뱅크와 

다이리스터 모듈을 설치하였다. 다이리스터 모듈은 청수로 냉각

되고 컨버터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배치는 

제동에너지를 제동저항에서 소멸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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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추진 동기  발 기 발  추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영구자석 추진전동기 이후의 전동

기 형태로 초전도 추진전동기를 연구 중에 있다. 초전도 전동기

는 전력 및 에너지 밀도 특성과 효율 측면에서 기존의 영구자석 

전동기에 비해 유리하며, 특히 소음 특성이 우수하여 재래식 잠

수함의 은밀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및 고에너지 특

성에 따라 동일 출력 대비 체적 및 중량 감소가 가능하여 실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극저

온 장치관련 보조 계통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므로 이들 보

조계통 및 관련 장치들의 설치에 따른 계통 신뢰성 검증이 필요

하다. 

2.2 국내 개발 현황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잠수함용 추진전동기의 요구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주요치수

출력 6MW(이상)

속도 최대 150rpm

중량 80 ton 이하

효율 94% 이상

기타 일체형

표 1. 추진전동기 요구조건

잠수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활용하기 위해 추진전동기는 

인버터와 제어장치등이 전동기와 결합된 일체형 구조로 설계된

다. 이러한 일체형 전동기는 전동기와 인버터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가 복잡해지고 중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나 

시스템 부피의 감소로 인해 잠수함에서의 공간배치의 효율성이 

높은 큰 장점이 있고 같은 허용 공간에서 대용량의 구현이 가능

하다. 전동기부와 인버터부의 전원/신호선 배선이 간단하여 효율 

및 제어특성 등 성능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인버터 모듈이 쉽

게 분리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전동기를 회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 인버터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유지/보수

의 편이성을 확보하여 일체형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그림 5. 일체형 추진전동기 구조

제한된 체적 내에서 높은 출력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출력 밀

도와 안정성을 가지는 희토류의 영구자석을 회전자에 적용하여 

고밀도의 자계를 형성하고 자석기술의 발달로 자석의 보자력이

나 온도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 전동기의 고출력, 소형화를 실현

한다. 영구자석 여자 방식은 고장이나 소손의 위험이 없고 계자 



손실이 없어 효율이 우수하며 자성재료의 개발로 고온에서도 감

자 위험이 적으므로 현재 추진전동기의 주류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추진용 대형 전동기는 큰 출력과 높은 요구 토크 특성으로 인

해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을 가진다.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고

압, 고전류 환경이 필요한데, 1개 권선이 감당할 수 있는 내전압, 

내열 성능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상을 구현하여 대출력을 구

현할 수 있다. 다상 권선 구조는 전동기의 소음원이 되는 토크 

리플 감소에 유리하고 또한 고장시에도 전동기의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고장으로 인해 일부 상권선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상의 전력을 이용해 전동기를 구동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의 내구성,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다수의 상권선 구현 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상수의 증가에 비해 토크 리플 개선 정도가 크지 않

고 권선의 배치 및 조립, 가공성이 떨어지며 시스템 구현과 제어

가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다상 구현은 하

지 않는다. 추진 전동기 상 적용 방식에 대해 기초 설계를 수행

하여 특성을 비교 평가 하여 효율이 높으면서 토크 리플 특성이 

우수하여 저진동, 저소음에 유리한 상을 선택하였다.

 

(a) 일반 운전

(b) 고효율 운전

그림 6. 고효율 운전 방식

추진 전동기에 요구되는 부하조건은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팬부하의 형태로 최대 속도에서 최대 출력을 요구하며 저속에서

는 정격에 비해 매우 낮은 출력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전영역에

서 요구 출력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는 최대 출력을 전동기의 정격으로 설계하게 되므로 고속 구간에

서는 시스템의 효율이 최적화되어 설계되나 저속 구간에서는 효

율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전동기 운용 조건이 고속구간보다 저

속 구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 

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저속 구간에서 고효율을 요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적용된 저속 구간에서의 고효율 

운전 방법은 이중화되어 있는 2개의 동상 권선을 저속 운전시에

는 bypass 스위치를 이용하여 직렬 연결하고 절반의 스위칭소자

를 이용해 전동기를 여자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인버터의 절반

만 사용하므로 인버터부의 스위칭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저속 구간에서의 효율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인접 상권선을 

직렬 연결하는 방식에 비해서 동상 권선을 직렬 연결하므로 권선

간 역기전력 차이가 없어 총 역기전력의 합이 한 권선이 비해 2

배로 유지가 되어 일반 운전의 경우와 동일한 전류를 인가해 출

력을 유지할 수 있어 동손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상 수도 동

일하게 유지되어 상 수 감소에 따른 토크 리플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장점도 있다.

그림 7. 제작된 추진전동기

요구조건을 반영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추진전동기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은 인버터 시스

템 및 전동기 권선 구조, 기타 구동을 위한 보조 시스템들도 모

두 이중화 설계로 제작되었다. 전동기의 요구 출력 및 해석 결과

는 그림 8과 같다. 정격 대비 20[%] 속도 지점에서 요구 출력은 

정격 대비 1[%]정도로 요구 출력 편차가 매우 큰 형태이다 해석 

결과 전동기는 요구 출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전동기 출력 특성 



3. 결 론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운용중인 재래식 잠수함의 추진전동기는  

별도의 회전자 여자 시스템이 필요 없고 역률과 효율이 기존 유

도기, 직류전동기에 비해 우수하여 전동기의 필요 공간과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높은 효율로 선박의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는 영구자석 전동기가 탑재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구자석 전동기는 출력 밀도가 높아 탑재품의 소형화와 효율의 

최대화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잠수함이라는 특수 환경에 적합하

다.

이러한 영구자석 잠수함용 추진전동기 기술은 일부 선진국에

서만 보유한 기술로 국내에서는 단계초기부터 탑재를 목표로 함 

연동설계를 통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함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추진전동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추진전동기는 6[MW]의 출력

을 달성하였으며 시험을 통해 출력 및 운용상의 안정성을 확인하

였다. 또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이 모두 이중화되어 일부 부품의 

고장시에도 추진전동기의 운용이 가능하여 함의 생존성을 최대

화 하였다.  

 

참 고 문 헌

M. Rosu, etc,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Ship 

Propulsion Driver," Proc. of ICEM '98, Istanbul, Turkey, 1998, 

pp. 702-705.

 Morimoto,S.,Takeda,Y.,Hatanaka,K.,Tong,

Y., Hirasa T., "Design and control system of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high torque and highefficiency 

operation," IEEE Trans. on Industry Applications, vol 1, 

pp.176-181, Oct. 1991.

D. S. Parker "The Electric Warship [electric propul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Drives, Publ. 

No. 444, pp.319~325, 1997

H.Y. Choi, S.J. Park, M.L. Lee Y.K.Kong, J.G. Bin 

"Effieciency Copensation of Multi-phase Permanent Magent 

Propulsion Motor with Redundant Structure"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4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vol.2010 no. 해양무기 pp. 18-21



 

 

수중운동체 공동발생기의 환기공동 유동해석 

 

Numerical analysis of ventilating flow around underwater vehicle 
 

김동현(부산대학교), 하콩투, 박원규, 정철민(국방과학연구소) 

Dong-Hyun Kim1,(PNU) Cong-Tu Ha, Warn-Gyu Park, Chul-Min Jung2(ADD) 

 

요 약 

 

Supercavitating torpedo uses the supercavitation technology that can reduce 

dramatically the skin friction drag. The present work focuses on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non-condensable cavitating flow around the supercavitating torpedo. The 

governing equations are the Navier-Stokes equations based on the homogeneous 

mixture model. The cavitation model uses a new cavitation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Merkle(2006). The multiphase flow solver uses an implicit preconditioning scheme in 

curvilinear coordinates. The ventilated cavitation is implemented by non-condensable 

gas injection on backward of cavitator cone and the base of the torpedo. The 

comparison between the without and with ventilated cavitation numerical results, with 

ventilated cavitation using non-condensable gas injection is more efficient method. 

Also, this injection is attributed to be the instability of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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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캐비테이션 현상은 유체 유동에서 국부적인 지점의 압력 강하

로 인한 기화 현상을 의미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기포는 다시 

압력 상승을 하면서 기포의 붕괴로 이어져 소음과 진동, 기계의 

부식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캐비테이션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그 한 예로써, 본문에서 다루게 될 초월 공동 현상

(Supercavitation)을 들 수 있다. 수중 운동체는 이 현상을 이용

하여 항력을 크게 감소 시켜서 고속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러시아의 Shkval(squall) 어뢰 및 독일의 

barracuda어뢰 등을 들 수 있는데, barracuda 어뢰의 경우 초월 

공동에 필수 요건인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을 이용 하

는데 적합한 공동 발생기(cavitator)형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1 Barracuda Supercavitating Torpedo 

 

본 연구의 목적은 초월 공동 수중운동체 주변의 비응축 가스

(non-condensable gas)를 이용한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 다상 유동장 해석에 있다. 초월 공동 현상을 해석하

기 위한 다상(multi-phase) 유동 해석 방법으로 균일 혼상류

(homogeneous mixture)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액상, 기

상과 비응축 가스에 대하여 각각의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적식

과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조건화(pre-

conditioning)기법을 적용해 액상과 기상영역에 대해 현저히 다

른 음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치 해석적 stiffness 문제를 해결 

한다. 

특히, 환기 공동에 이용된 비응축 가스의 유동에 대해 후미부 

확장 격자를 이용해서 Fig. 1 과 같은 barracuda 어뢰 형상의 초

월 공동 어뢰 주위의 다상 유동장 전산 해석을 수행 하였다. 

  

 

2. 지배 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 방정식 

지배 방정식은 균일 혼상류 모델(homogeneous mixture 

model)을 적용하여 아래의 식(1)과 같이 적용해 계산 하였으며, 

액상, 기상 그리고 비응축 가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속방정식

을 풀고 있으며, 운동량 방정식은 혼상류에 대해서 계산한다. 또

한 예조건화(preconditioning)를 위해서 Merkle[1] 등과 

Kunz[2] 등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1) 

 

 

 

여기서 하첨자 l, v ,ng 그리고m은 각각 액상, 기상, 비응축성 

가스 및 혼상(mixture)를 의미한다. p, u, ρ , α , μ 는 각각 압력, 

속도, 밀도, 체적분율(volume fraction) 및 점성계수를 의미하며 t, 

τ 는 물리적 시간과 의사시간(pseudo-time)을 의미한다. 

+

m� 는 상변화에 의해 기상이 응축되는 질량변화량(소스항)을 

의미하며 
−

m� 는 반대로 액상이 기화하는 증발량을 의미한다. 

혼상류에서의 밀도인 
m

ρ 와 액상, 기상, 비응축성 가스의 체

적분율(volume fraction)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ngngvvllm αρ+αρ+αρ=ρ                    (2) 

 

그리고 혼상류에서의 점성계수 
m

µ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ngngvvllm αµ+αµ+αµ=µ             (3) 

 

2.2 캐비테이션 모델 

 균일 혼상류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캐비테이션 모델은 액체에서 

기체로의 진행과정인 
−

m�  (evaporation rate)와 기체에서 액체로의 

진행과정인 
+

m�  (condensation rate)을 도입하여 기상과 액상간의 

물질전달(mass transfer)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게 되는데, 
+

m� 과 

( )

( )

( )

( )
im

i

j

j

i
t,m

jj

jim

j

imim

jngl

j

ng

2

m

ngng

v

jv

j

vl

2

m

vv

l

jl

j

l

2

m

ll

g
x

u

x

u

xx

p
)uu(

x
)u(u

t

0u
x

p

t

1
)(u

x

p

t

1
)(u

x

p

t

mm

mm

ρ+
⎥
⎥
⎦

⎤

⎢
⎢
⎣

⎡

⎟
⎟
⎠

⎞
⎜
⎜
⎝

⎛

∂

∂
+

∂

∂
µ

∂

∂
+

∂

∂
−=ρ

∂

∂
+ρ

τ∂

∂
+ρ

∂

∂

=α
∂

∂
+

τ∂

α∂
+

τ∂

∂
⎟⎟
⎠

⎞
⎜⎜
⎝

⎛

βρ

∂
+

∂

α∂

⎟⎟
⎠

⎞
⎜⎜
⎝

⎛

ρ
+=α

∂

∂
+

τ∂

α∂
+

τ∂

∂
⎟⎟
⎠

⎞
⎜⎜
⎝

⎛

βρ

∂
+

∂

α∂

⎟⎟
⎠

⎞
⎜⎜
⎝

⎛

ρ
+=α

∂

∂
+

τ∂

α∂
+

τ∂

∂
⎟⎟
⎠

⎞
⎜⎜
⎝

⎛

βρ

∂
+

∂

α∂

−+

−+

��

��



 

 

−

m� 은 압력과 액상/기상 체적분율(liquid volume faction)에 대한 함

수로서 식 (4), 식 (5)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이 두 함수는 Ha[3] 등

의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기존 캐비테이션 모델의 단점

을 개선해 Merkle[4]이 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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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lax

ref

l
k

τ

τ

=
이며, 

ref
τ 는 reference time을 의미하고, 

relax
τ 는 relaxation time을 의미 한다. 그리고 

p
k 는 scaling 상수

를 의미하고 
v

p 는 기화 압력을, 
∞
t 는 기준 유동시간을 나타낸

다. 

 

2.3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대류 플러스 항은 일반 좌표계에서 Roe 기법

을 사용하였다. 2차 MUSCL 기법을 이용하여 고차의 공간 차분 

정확도를 유지하였으며, 점성항은 2차 정확도의 중앙차분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의사 시간 항은 1차 정확도의 후방차분을 

적용하였으며, 물리적 시간 항에는 2차 정확도의 후방 차분을 

이용한 내재적 기법을 적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사용된 코드는 박원규[5]등에 의해서 수중운동체 주

위의 부분/초월 공동 다상 유동장 해석에 사용되었다. 이를 응용

한 본 연구는 비응축 가스를 이용한 환기 공동으로 영역을 확장

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 조건으로는 레이놀즈 수(Re)는 

1.36×10
5
 이며, 캐비테이션 수(σ )는 0.1이다. 

 Fig.2는 환기 공동에 의한 어뢰 후방의 유동을 위한 확장된 격

자 구조이고, Fig. 3에서와 같이 비응축 가스는 공동 발생기

(cavitator) 와 어뢰의 뒷면에서 각각 분사된다 

 환기 공동의 분사 속도는 
∞

×= U1U
J

 와 
∞

×= U2U
J

이다. 

Fig.4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기상 체적분율(vapor 

volume fraction)이다. 환기 공동에 의한 전체 공동의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

×= U2U
J

의 경우가 
∞

×= U1U
J

의 경우 

보다 불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Fig.5은 충분히 공동이 발달된 영역에서 
∞

×= U2U
J

인 

경우의 유동방향 속도인 U를 나타낸 그림이다. 공동발생기

와 어뢰의 후면에서 분사되는 비응축 가스의 속도를 제외하

면 공동발생기의 연장선을 따라서 형성되는 액상과 공동의 

경계면 근처에서의 속도가 가장 크게 분포 하고(Uinterface=1.1), 

이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속도 분포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계면에서의 속도 차이는 공동의 불안정성(cavity 

instability)을 증가 시킨다. Fig.6은 
∞

×= U2U
J

와 

∞
×= U1U

J
 조건에서의 공동의 불안정성을 보다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초월 공동 유동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단 형성된 공동은 일정 두께를 유지 하며 어뢰가 

항상 공동 영역 안에 있도록 유지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는 운동 도중에 급작스러운 외력이나, 방향 전환등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동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함

이다. 공동이 깨지게 된다면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갑자

기 크게 증가 하게 되어, 어뢰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

×= U2U
J

의 경우에 그 불안

정성은 더 증가 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

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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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Vapor volume fraction contours.

FIGURE 3. Injection of non-condensable gas 

FIGURE 2. Expanded gri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월 공동 유동을 해석 할 수 있는 자체 전산

해석 코드를 응용하여, 고속 수중운동체 주위의 다상 유동장 

전산해석을 수행 하였다. 특히 비응축 가스를 이용한 환기공

동이 포함된 다상 유동장 해석을 적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본 해석 코드는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균일 혼상류 

모델을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유동을 해석 할 수 있게 하였으

며, 캐비테이션 모델로 Merkle에 의해 최근 개발된 새로운 모

델을 사용 하였다. 

비응축 가스를 이용한 환기 공동의 경우 높은 분사 속도 조

건에서, 낮은 분사 속도 조건 보다 큰 공동의 불안정성을 발생

시킨다는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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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s increasing interest on noise emission from the ships, researches on the propeller cavitating and tip vortex flows 

have been increased. In this paper, the propeller tip vortex flow for a blunt and sharp tips was studied using an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solver based on a cell-centered finite volume method. In 

numerical open water test, torques, thrusts, pressure distributions and vortex flows were compared for various rotating 

speeds. To consider a hull wake, the nominal wake was specified in inlet boundary condition. Pressure distributions 

and vortex flows with the hull wake were investigated for various propeller rotating angles. From the results, the blunt 

tip propeller delayed the tip vortex flow.

Keywords: 추진기 날개끝(Propeller Tip), 날개끝 보오텍스(Tip Vortex), 전산유체역학(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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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주 추진체계인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동 및 

날개끝 보오텍스(tip vortex)는 추진기 재질의 마모 및 침식뿐만 

아니라 선체의 소음과 진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선박의 

속도에 따라 변화되고 속도가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는 특징이 있다. 모형 스케일에(model scale)서의 초생 공동은 

날개의 전연에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반면 실 스케일

(full scale)에서는 날개끝(tip)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날개끝 공동 

보오텍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선박의 소음을 줄이는데 중요하다

(Ahn et al., 2010).

추진기의 날개끝 보오텍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오텍스 발

달, 소멸, 궤적에 대한 구조 분석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날

개끝 보오텍스 감소를 위한 날개끝에서의 액체 분사 및 추진기 

날개끝 형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Calcagno et 

al. (2002)는 스테레오 입자영상속도계(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하여 추진기 후류에서 보오텍스의 3차원 공

간발달 과정을 관찰하였다. Paik & Lee (2002)는 입자영상속도

계를 이용하여 낮은 레이놀즈 수에서 단독으로 회전하는 추진기 

후류를 계측하여 보오텍스 구조를 조사하였고, Paik et al. 

(2007)은 레이놀즈 수 10
6
 이상에서 단독으로 회전하는 추진기 

후류를 계측하여 날개 간 상호작용, 날개끝 보오텍스의 소용돌이 

강도 등을 분석하였다. Paik & Lee (2003)은 선미반류를 고려하

여 추진기 후류의 보오텍스와 난류구조를 조사하였다. Scarano 

et al. (2002)는 비행기 날개의 날개끝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에 

대해 예인수조에서 입자영상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여 보오텍

스의 궤적, 속도, 회전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Kim & Rhee 

(2010)은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를 계산하고 적합한 계

산조건을 제시하였다. 날개끝의 액체 분사에 대해서는 Chahine 

et al.(1993)가 폴리머(polymer)를 분사하여 날개끝 보오텍스를 

지연시키는 실험을 하였으며, Zhang et al.(2009)는 수치계산을 

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Ahn et al. (2010)은 추진기 날개끝에

서 물분사 실험에 따른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보오텍스 발생 지

연에 대해 연구하였다. Fruman et al. (1995)는 분사하는 액체의 

종류의 점성 및 탄성 특성에 따라 보오텍스의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Ahn et al.(2001)은 추진기의 피치, 캠버, 두께/코오

드 비에 따른 소음 레벨을 측정하여 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진기의 스팬방향으로 허브에서부터 0.95R까

지는 형상이 동일하고 0.95R 이상에서 날개끝의 두께만이 다른 

두 개의 추진기에 대해서 수치계산하였다. 형상에 따른 두 추진

기의 추력 및 토오크를 비교하였다. 또한, 추진기 단독회전과 선

미 반류하에서 회전할 때 날개끝에서 발달하는 날개끝 보오텍스

의 구조 및 특성에 대해 두 추진기를 비교하였으며, 날개끝 보오

텍스 감소를 위한 형상을 제시하였다. 

2. 대상 추진기 형상

본 연구의 대상선박은 살물선(bulk carrier)으로 선체는 고려하

지 않고 선미반류와 추진기만을 고려하였다. 추진기는 한국해양

연구원에서 설계되었으며, 스팬방향으로 0.95R 이상에서 두께비

가 다른 4익 추진기이다. Fig. 1은 추진기의 형상을 나타낸다. 

Fig. 1(a)는 두 추진기의 다른 부분을 나타내고, Fig. 1(b)는 다

른 부분을 날개끝 위쪽에서 바라본 형상이다. KP933은 상대적으

로 얇은 두께를 가지고, KP934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가

진다. 날개끝은 두 추진기 모두 부드러운 곡률이 아닌 절단된 형

상을 가지고 있으며, 절단된 길이는 동일하다. 

(a) Propeller view from stern

(b) Propeller tip shape (left: sharp tip (KP933), right: blunt 

tip(KP934))

Fig. 1 Propeller tip shapes

Fig. 2는 추진기의 공칭반류를 보여주고 있다. 추진기 직경은 

250mm로 모형 스케일 크기에서 계산을 하였으며, 그림에서 실

선으로 그려진 원의 크기와 같다. 두 추진기에 대해 동일한 공칭

반류를 고려하였다. 

Fig. 2 Nominal wake



3. 계산방법

3.1 계산조건

균일류에서 회전하는 추진기 단독성능 계산에 대해서는 추진

기 회전속도를 고정시키고 유입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진비를 

변화시켜다. 균일한 유입류로 인하여 날개를 회전시키지 않고 유

체를 회전시켰으며, 4개의 날개가 아닌 1개의 날개만 고려하고 

날개와 날개 사이는 대칭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선미 반류를 

고려한 계산에서는 공칭반류를 입구경계면에서 분포시켜 계산을 

하였다. 4개의 모든 날개에 대해 고려하였고, 추진기를 직접 회

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미 반류의 고려로 추진기 각도에 

따른 보오텍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3.2 수치 모델링

질량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realizable k-ε 난류모

델 방정식을 비압축성 기반 비정상 상태에서 계산하였다. 셀 중

심 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속도와 압력의 연성은 PISO 알고리

즘을 선택하였다. 대류항은 2차 상류차분 도식으로 차분하였고, 

확산항은 2차 중심차분을 사용하였다. 계산 매트릭스의 수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Algebraic Multi-Grid (AMG) 방법을 사용하였

고, 계산 매트릭스는 Gauss-Seidel 반복 계산법을 이용하였다. 

계산은 상용 CFD code인 Fluent v.12를 이용하였다. 

3.3 경계조건 및 격자

균일류에서의 단독성능 계산은 1개의 날개만 고려하였기 때문

에 Fig. 3과 같이 90
o
의 각도 가지는 4분 원기둥 형태의 계산영

역을 고려하였다. 계산영역은 추진기 전류방향으로 3D, 후류방

향으로 7D, 반경 방향으로 3D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D

는 추진기 직경을 의미한다. 추진기를 둘러싼 작은 4분 원기둥은 

높이가 허브의 길이와 같고 반지름은 1D의 크기로 작성하였다. 

추진기 회전 대신 유입류에 회전성분(원심력, 전향력)을 고려하

여 계산하였으며, 4개의 날개를 고려하기 위해 날개와 날개 사이

의 경계면에는 주기(periodic) 경계조건으로 계산하였다. 

추진기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추진기를 포함하는 작은 4

분 원기둥을 만들어 사면체 격자로 격자계를 구성하고 그 밖의 

영역은 육면체 격자로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추진기의 전연, 후

연, 날개끝에 Fig. 3(b)와 같이 조밀한 격자를 분포켰으며 총 사

면체 격자는 100만개를 작성하였다. 육면체 격자는 20만개를 사

용하여 총 120만개의 격자로 격자계를 구성하였다. 

(a) domain extent

(b) surface meshes

Fig. 3 Domain extent and propeller surface meshes

선미 반류를 고려한 계산은 추진기를 직접 회전시키기 위해 

날개 4개를 모두 고려하였다. 격자는 균일류 계산에 사용된 격자

를 90
o
 회전 복사하면서 생성하였다. 사면체 격자로 이루어진 추

진기를 둘러싼 작은 원기둥을 회전켜 추진기를 회전시켜다. 입구 

경계조건에서 고려된 공칭반류가 후류로 전진하면서 점성 전단

층(viscous shear-layer)의 발달로 속도분포의 구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추진기 전류방향으로 0.4D의 크기로 계산영역을 선정하

였다.

4. 계산결과

3.1 균일류를 고려한 계산결과

균일류에서 회전하는 추진기 단독성능은 추진기의 회전속도를 

25 rps로 고정시키고 유입류의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전진비 0.2, 

0.4, 0.6, 0.8에서 계산하였다. Table 1은 전진비에 따른 

KP933, 934의 추력과 토크를 나타낸다. 낮은 전진비에서 KP934

의 추력 및 토크가 약 3% 작게 계산되었다. 



Table 1 KT and 10KQ for KP933 and KP934

KT 10KQ

J KP933 KP934 KP933 KP934

0.2 0.3203 0.3117 0.3779 0.3641

0.4 0.2243 0.2194 0.3921 0.2856

0.6 0.1232 0.1223 0.1950 0.1947

0.8 0.0123 0.0124 0.0798 0.0801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4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at 

J=0.2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5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at 

J=0.4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6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at 

J=0.6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7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at 

J=0.8 (left: KP933, right: KP934)

Fig. 4~7은 전진비 0.2 ~ 0.8에서의 압력면과 흡입면에서의 

압력계수(
  



 )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Pref는 계산영역에 일정한 정수압을 분포시키기 위해 출구 경계면

에 고려하는 압력으로 본 계산에서는 0으로 계산하였다. 압력면

과 흡입면 모두 전체적인 압력분포가 KP933이 KP934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흡입면의 날개 끝 부분에서는 KP934가 

KP933보다 낮은 압력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날개끝에서 발생하는 보오텍스는 강한회전으로 인해 중심



(core)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날개끝 보오텍스에 

대해서는 압력계수 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8~11은 

전진비 0.2~0.8에 따른 날개에 수직한 면에서의 낮은 압력분포

를 나타낸다. KP933의 경우 보오텍스가 KP934보다 먼저 발달하

기 시작하며 그 크기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P934는 절단

된 날개끝 앞에서는 작은 보오텍스가 발달하나 절단된 날개끝을 

지나면서 보오텍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낮은 전진비

에서는 보오텍스 발달과정이 잘 계산되었으나 높은 전진비에서

는 받음각의 변화로 보오텍스 발달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았다. 

(a) KP933 (b) KP934

Fig. 8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t J=0.2

(a) KP933 (b) KP934

Fig. 9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t J=0.4

Fig. 10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t J=0.6 

Fig. 11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t J=0.8 

균일류에서 회전하는 추진기의 단독성능 계산을 하였다. 날개

끝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KP934가 KP933보다 낮은 전진비에서 

추력과 토크가 약 3% 작게 계산된 반면 보오텍스가 지연되고 작

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선미 반류를 고려한 계산결과

선미 반류에서 회전하는 두 추진기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전

진비 0.654, 회전수 25 rps에서 추진기 각도에 따른 두 추진기의 

날개끝 보오텍스 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12는 한국해양연구에

서 계측한 공칭반류와 계산에서 입구 경계조건에 구현한 공칭반

류 분포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계측한 공칭반류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Measurements (b) Present

Fig. 12 Nominal Wake 

Fig. 13~17은 전진비 0.634에서 날개의 각도에 따른 압력면

과 흡입면에서의 압력계수 분포를 나타낸다. 날개의 각도는 날개 

각도 0
o
를 기준으로 ±10

o
, ±20

o
를 고려하였다. 균일류에서 작동

하는 추진기와 동일하게 KP933가 KP934보다 압력면에서의 압

력이 높게 계산되었으며, 반경방향 0.9R 정도의 후연근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날개끝 쪽의 압력

분포도 KP934가 KP933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흡입면에서

의 압력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었으며, 날개끝의 압력분포

를 보면 보오텍스와 공동이 발달되는 전연 부근에서 압력이 낮게 

계산되었으며, KP934의 낮은 압력 영역이 KP933보다 조금 길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13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with 

-2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14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with 

-1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15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with 

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16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with 

1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a) pressure side

(b) suction side

Fig. 17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nd streamlines with 

2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균일류에서의 계산과 동일하게 날개의 수직단면에서 압력분포

를 이용하여 날개끝 보오텍스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18~22

는 날개의 각도 -20
o
, -10

o
, 0

o
, +10

o
, +20

o
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tip”은 잘려진 날개끝의 위치를 나타낸다. 

KP933이 KP934와 비교해 잘려진 날개끝의 앞에서부터 보오텍

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KP934는 

잘려진 날개끝의 앞쪽에서는 보오텍스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잘려진 날개끝을 지나면서 보오텍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8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with -2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Fig. 19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with -1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Fig. 20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with 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Fig. 21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with 1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Fig. 22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with 2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Fig. 23은 추진기 날개 0
o
에서 잘려진 날개끝 주위의 압력분

포를 나타낸다. 잘려진 날개끝 앞에서는 얇은 날개끝을 가지는 

KP933의 압력분포가 KP934보다 낮아 강한 보오텍스가 발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려진 날개끝을 지나면서 압력면과 흡입면

의 압력차가 발생하고 잘려진 면을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넘어

가는 유동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넘어가는 유동은 잘려진 

넓이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넘어가는 유동이 날개끝 보오텍

스와 합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날개끝이 두꺼운 KP934는 잘려

진 날개끝을 지나면서 날개끝 보오텍스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Park et al.2005). 잘려진 날개끝 형상을 가지는 추진기

에서는 날개의 전연에서 발생된 보오텍스가 잘려진 면에서 넘어

가는 유동의 보오텍스와 합쳐져서 후류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3 Pressure coefficient distributions around the knuckled 

tip with 0 degree blade (left: KP933, right: KP934)

4. 결 론

선체의 소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기계적 소음원

이 아닌 추진기의 공동 및 날개끝 보오텍스로 인해 발생한 소음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날개끝

(R=0.95 이상)에서 두께비가 다른 두 추진기의 날개끝에서 발생

하는 보오텍스의 특성에 대해 비교하였다. 균일류와 선미 반류에

서 회전하는 추진기에 대해 계산하였으며, 균일류에서는 전진비

에 따른 특성을 선미 반류에서는 날개의 각도에 따른 특성을 각

각 검토하였다. 날개끝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KP934는 KP933에 

비해 추력과 토크가 약 3%정도 작게 계산되었으나 날개끝 보오

텍스의 강도는 작게 계산되었다. 얇은 날개끝을 가지는 KP933은 

잘려진 날개끝 앞에서부터 상대적으로 큰 강도의 보오텍스가 발

달하여 후류로 빠져나가는 반면 KP934는 잘려진 날개끝 앞에서

는 상대적으로 작은 강도의 보오텍스가 발달하고 잘려진 날개끝

을 지나면서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넘어가는 유동에 의해 보오

텍스가 조금 커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두꺼운 날개끝을 가지는 KP934가 KP933보다 작은 크기의 보오

텍스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날개끝(R=0.95이상)에서의 큰 두께비는 보오텍스의 생성을 

지연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잘려진 날개끝에서 넘어가는 유동

에 의한 보오텍스 생성을 억제한다면 선체의 주 소음원 중의 하

나인 날개끝 보오텍스에 의한 소음 억제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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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ta UUV의 조종 제어에 관한 연구

김인철(한국해양대학교), 김정중(한국해양대학교), 손경호(한국해양대학교), 

이승건(부산대학교),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Manta UUV의 자동운항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Manta UUV의 운동 제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Manta UUV의 운항 환경조건으로서 불균일 조류를 상정하고 불균일 조류 중에서 운동하는 Manta UUV의 조종 제어 

문제를 취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6자유도 운동 수학모델을 구축하고,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각도 사항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추력 제어 문제를 다루기 위해 4 quadrants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영향을 고려한 6자유도 운동 

수학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PID 제어기를 설계하였고, 그 결과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 수행에서는 불균일한 조류를 정상성분과 변동성분(랜덤함수)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적절히 외력으로서 작용하도

록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PID 제어기 이외에도 현대제어이론을 적용하여 Manta UUV의 조종 제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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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박의 운항지원 시스템 개발현황

이정우, 정희섭, 정봉출(대양전기공업(주))

Jung-Woo Lee, Hee-Sub Jung and Bong-Chul Jung

Daeyang Electric Co., Ltd.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선박내의 종합운항시스템과 연동하여 운항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운항 성능을 도출

하며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 진행 중인 운항지원 시스템에 대

해서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개발현황을 비교하며, 현재 개발중인 운항지원 시스템중에 지능형유지보수관리시스템, 

운항성능지원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시스템, 위험감지 및 사고이력관리시스템 대한 세부적인 기능, 역할 및 향후 개

발 진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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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박 추진플랫폼 설계 구성요소

디지털 선박의 추진시스템 플랫폼 개발현황

김정환, 김옥수, 김종덕, 임준석((주)마린디지텍) 

박세현(안동대학교), 김윤식(한국해양대학교)

선박 추진제어 플랫폼의 설계는 선박의 추진기관으로 사용되는 주기 엔진의 원격 운

전 및 각종 제어를 담당하는 계통으로 선박의 추진과 엔진제어에 필수적인 구성요소이

며 선박 운용자가 모든 추진 관련한 계통들을 신뢰성있고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구성하

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추진제어 플랫폼의 실시간 원격감시 및 제어 계통

을 위한 국산화 플랫폼 설계에 기반을 두어 수행되어 주기엔진 운용 및 보기류들을 운

용하는 각종 조종장치 및 운용장치, 속도계측 및 제어장치 등이 설계되었으며 추진제어 

기능검증 및 성능평가를 위한 특성모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본설계와 디지털 선박의 

통합화 운용의 실시간 감시 및 진단기능 등을 위한 원격감시/진단장치의 기본설계를 수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되었던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추진제어장치 및 사용자운용 

그래픽 시스템, 엔진제어 및 상황별 고급제어 알고리즘의 설계와 특성모사를 위한 모사

운용 시스템 및 원격감시 및 진단장치의 적용화 설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박 추진시스템 플랫폼 설계는 운항 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실시간 감

시 및 제어 운용을 담당하는 선박 추진과 엔진제어에 필수적인 중요한 시스템으로 추진

제어 장치 부분의 설계와 추진제어 운용 사용자그래픽 시스템, 엔진제어 및 상황별 고급

제어 알고리즘이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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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박 모니터링 

박 세 현

안동대학교

Monitoring system for digital vessel

Sehyun Park
✝*

And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디지털 선박내의 무선 계측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무선 계측 모

니터링은 서버와 단말 장치로 구성하여 서버의 데이터를 Zigbee 통신에 의해 효과

적으로 단말 장치에 표시한다. 단말 장치는 전용 휴대용 단말장치와 스마트폰으로 

설계 였다. 스마트폰은 Zigbee to bluetooth 변환기를 설계하여 전용 단말기와 같

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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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 개발현황

박종원, 최영철, 윤창호, 임용곤, 한정희, 성소영(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요 약

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은 표준화된 공통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방형 구조의 시스템간 통합·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통합 플랫폼), 선박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관리 위한 시스템(통합관리 시스템)과 선박의 통합 플

랫폼 표준화 모델을 설계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선박 통합운용 시험 환경을 구축하여 검증된 표준모델을 

표준화하는 기반연구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 표준모델, 통합플랫폼 연

동시스템,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시스템,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다기능 콘솔, 육상의 디지털 선박의 실

증시험환경 구축 및 호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 플랫폼 표준모델

은 해상 항해․통신용 IEC 61162 디지털 인터페이스 규격을 기반으로 선내 각종센서 등 하위 디바이스에서부터 선박통

합․관리․원격지원 및 선내외 통신을 포함하는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련 국제표준 모델을 설계하며, 통합플랫폼의 연동

시스템은 국제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선박에 설치된 다양한 장비들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작․구현하며,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선박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연동되는 통합항해시스템(운항 및 

항해지원 포함)과 통합 추진제어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상태감시 및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구현되며, 

HCI 다기능 콘솔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 운용자의 오류 및 과실을 방지하고 선박의 자동화와 생존성 증대를 목적으로 

운용자에게 쉽게 편리한 시스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선박 콘솔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디지털 선박의 실

증시험 환경은 육상에 선박과 동일한 시스템과 구성을 갖추고 육상의 환경속에서 시스템간 호환성, 연동성 등의 다양

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으로 진행중인 “디지털 선박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의 2차년도 연구결과와 향후 계획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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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igation 이행 계획 개발 동향

심우성(한국선급), 이상정(충남대학교)

요 약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at its eighty-fifth session approved the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avigation, and then at its eighty-sixth session approved a proposal for a coordinated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navigation strategy. The proposal outlines a joint plan of work fot the NAV, COMSAR 

and STW sub-committees for the period 2009-2012. According to the plan, NAV 56 finalized the user needs, the initial 

system architecture, and completed an initial gap analysis, initial cost benefit and risk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of COMSAR 14. In particular, a further development of the e-navigation architecture has been 

performed. It visualizes how the current e-navigation architecture was derived from the high level concept, and 

introduces important principles of the e-navigation architecture. Relevant principles for a shore-based system 

architecture harmonized for e-navigation are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of e-navigation 

development of IMO was presented as a summary of the whol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e-navigation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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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해양플랜트 비선형구조역학 
해석 및 설계 최신 동향

백 점 기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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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Response of Insulation Box on 

NO96 Membrane Containment System 

 Akio Usami (ClassNK), Hirotsugu Dobashi (ClassNK) 

 

Abstract 

 

   The strength assessment against sloshing loading in cargo tank makes up a crucial 

process of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of membrane LNG carriers since they have no 

internal structural members to restrict violent fluid motion in cargo tank once partially filled. 

   In addition, due to the changing LNG industry landscape such as growth in ship size, 

application of membrane system to the offshore structures, loading-and-unloading at 

offshore terminals, and partial filling conditions at sea which is now restricted but is likely 

take place because of emerging new trading patterns, the importance of the reliable 

sloshing assessment is more increasing than ever.  

   However, reliable sloshing assessment is not just straightforward, because sloshing 

phenomena involves highly non-linear physical phenomena which occur in a very short time 

and in a localized region. 

   To accurately ascertain the sloshing loading and to grasp the dynamic structural 

response of insulation structure comprises an important part of the strength assessment 

against sloshing of membrane LNG carriers. 

   In particular, despite all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dustry, dynamic effect of 

loading and that on structural response are not quite clear. 

   We will present the results of experiment, including “ dry-drop test” , of insulation 

structure of NO96 system, followed by a series of corresponding non-linear dynamic 

structural analyses, both of which were conducted to grasp the dynamic structural 

response a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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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이 이중 선체 유조선의 최종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도균, 박대겸, 김상진, 박동희, 김한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요 약 

 

지구상에 떠다니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구조물에서의 노후화는 오랜 시간 문제가 

되어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식 및 피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선박의 설계에 

있어 부식은 필수불가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CSR(Common Structural 

Rule)이 적용된 이후 20~25 년을 기준으로 한 설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논문은 선박의 노후화에 있어 큰 요소 중 하나인 부식이 이중선체 유조선의 

최종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부식이 선박의 

구성하는 보강판의 및 선각의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부식은 그 

특성상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써 선박의 경우 각 부위별로 각기 다른 

부식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유조선의 

부위별 연간 부식률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4 척의 이중선체 유조선 (VLCC, Suezmax, 

Aframax, Panamax) 에 부식이 진행될 때 보강판 및 선각의 최종강도 거동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보강판의 선정에 관해서는 선박의 중립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갑판, 선저내판, 선저외판 

보강판에 가장 큰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하중이 가해지는 위의 

3 개 보강판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선각의 최종강도 계산의 경우 부식이 발생한 

유조선에 굽힘모멘트가 가해질 때 최종강도 거동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식이 일어난 유조선의 보강판 및 선각의 최종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부식의 영향을 유조선 크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Corrosion rate, CSR(Common Structural Rule), Ultimate strength, Stiffened 

panel, Hull girder, Double hull oil ta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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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인장 특성 및 판구조물의 압괴강도에 

미치는 극지역 저온환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대겸, 김도균, 장봉석, 박동희, 김대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요 약 

 

극지역의 잦은 눈, 안개, 적은 일조량 등의 낮은 가시도는 운항 선박 간 혹은 빙산과의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을 야기한다. 더욱이 극지역의 저온환경은 선박의 충돌사고 시 

발생하는 구조 부재의 복잡한 비선형적인 구조거동에 악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 선내 침수와 

선박의 좌초 등의 심각한 구조적 파손을 가증시킨다. 따라서 극지역에서의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저온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실 예로 각 규정에서는 극지역 

운항선박의 사용 강종에 제한을 두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극지역 운항선박에 사용되는 등급의 탄소강재를 대상으로, 해당 

강재가 사용된 극지역 운항선박의 충돌사고를 고려하여 판구조물의 압괴강도에 미치는 

극지역 저온환경의 영향을 실험적, 수치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 및 고찰하여 극지역에서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의 충돌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챔버와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구현한 저온환경 하에서의 저온재료인장실험을 통하여 

재료의 극지저온 및 극저온에서의 저온 재료강도특성을 규명하고, 극지저온에서의 

저온압괴실험을 통하여 동일재료로 제작된 사각형단면강관의 압괴강도특성을 규명한다. 

비선형 범용 구조해석코드인 LS-DYNA3D 에 재료물성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 및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는 극지역 운항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비선형 구조해석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극지역 환경 (Arctic 

environment), 저온 효과 (Low temperature effects), 재료강도 (Material strength), 내충격성 

(Crash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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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최종강도 계산을 위한 설계공식 개발: 

Modified Paik-Mansour 법 

 

박동희, 김도균, 김한별,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 

(부산대학교) 

 

요 약 

 

거친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는 다양한 하중이 작용한다. 그 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선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명 내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따라서, 

선박에 가해지는 수직 굽힘 모멘트에 대한 정확한 구조강도 계산은 설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각의 최종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비선형 유한요소법, intelligent super-size 

유한요소법, 이상화 구조요소법 그리고 설계공식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직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각의 최종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설계공식인 Modified 

Paik-Mansour 법의 개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은 최종한계상태에서의 

선체단면에 대한 굽힘 응력 분포를 기반으로 한다. Modified Paik-Manour 법의 계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점진적 해석 방법인 ANSYS 비선형 유한요소법, ALPS/HULL intelligent 

super-size 유한요소법, IACS CSR 이상화 구조요소법 등의 더 정밀한 방법을 통해 구해진 

계산결과와 비교를 하였고, 비교결과에 따른 평균값,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에 관하여 

통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Paik-Mansour 법에서 순수 수직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선박의 형상 또는 수직 굽힘 모멘트의 작용 방향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 

하였다면, Modified Paik-Mansour 법은 더 일반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Modified Paik-Mansour 법이 더 정밀하고 점진적 해석인 다른 

해석방법들을 통해 구한 계산 값과 높은 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은 

선각최종강도를 구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Hull collapse behavior, Vertical bending moment, Ultimate hull girder strength, 

Design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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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rkin 법에 의한 평판이 복합하중과 

불균일한 횡압력을 받을때의 탄성대변형 

거동에 관한 연구 

 

박주혜, 김봉주, 서정관, 백점기(부산대학교) 

 

요 약 

 

평판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강도 부재이며, 우수한 강도 특성과 

용접제작의 용이성 때문에 육상 구조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선체 구조물을 구성하는 

평판은 일반적으로 6 개의 하중성분, 즉 면내 2 축방향 축력, 면내 2 축 방향 굽힘, 전단력, 

횡압력등의 조합하중을 받는다. 조합하중을 받는 평판은 좌굴, 대처짐 등의 기하학적 

비선형거동(Geometrical non-linearity behavior)뿐만 아니라 재료적 비선형거동(Material 

non-linearity behavior)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목표는 조합하중과 불균일한 횡압력을 받는 평판의 거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해석적인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사실상 선체를 이루고 있는 평판이 받는 

횡압력은 불균일하지만 판의 미분 방정식에서는 균일한 횡압력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불균일한 횡압력을 고려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가정하였고 판의 대처짐 비선형 

평형방정식과 적합조건식을 Galerkin 법을 이용하여 이론 처짐량을 나타내는 해석해를 

도출하였다. 또한 판의 처짐량 변화를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하여 이론 해석해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견고한 선체 구조 설계를 위한 한 걸음으로서 

구조연구자들에게 좋은 사례로 사료된다. 

 

Keywords: Non-uniform lateral pressure, Elastic-large deflection behavior, Galerkin 

method, analytic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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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설계 및 분석 프로세스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요 약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신제품 개발, 최적화 설계, 고효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등의 후발 경쟁국보다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해야 세계 1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조선해

양 생산 시뮬레이션 분야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해양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 건조공법의 검증 및 최적화된 생산 흐름을 지원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조선해양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선해양 산업에 특화된 생

산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

부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계 및 분석에 관한 과정(프로세스)를 다루고자 한다. 조선해양산

업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수요 부서의 필요에 의해 국부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구조를 띄고 있어 재활용 및 모듈의 재사용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모듈의 통합 관점에서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설계/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적용 분야에 대한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요구도 도출 및 분석을 통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설계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도출된 요구사항 및 개발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발기능의 확인을 위해 대표 시나리오의 구성 및 이를 기반으

로 하는 더미 GU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신제품 개발, 최적화 설계, 

고효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등의 후발 경쟁국보다 기술적

인 경쟁 우위를 지속해야 세계 1위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고효율 생산기술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 건조공법을 개발 적용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여

러 가지 조선해양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선해양 산업에 특화

된 생산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기술 개발”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산 시

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

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계 및 분석에 관한 과정(프로세스)를 

다루고자 한다.

2. 조선해양 통합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조선해양 통합 생산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여러가지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들로 구성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생산 공정 및 공법 검증, 설비 및 배치의 최적

화 및 검증, 생산 관리의 최적화 등의 모사를 실행할 수 있는 조

선해양 전용의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 기술이다. 이는 조선해양

산업체의 전통적 생산기술과 연계되어 다양한 디지털 가상 시뮬

레이션을 기반으로 사전 검증, 작업 중 의사결정,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며, 모든 조선소에 적용이 가능한 

독립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며, 각 조선해양산업체는 이를 기반

으로 각자의 환경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대

형 조선해양산업체 및 중소형 조선해양산업체에서 모두 활용 가

능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해양산업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수요 부서의 필요에 의해 

국부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구조를 띄고 있어 재활

용 및 모듈의 재사용성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시스

템 및 모듈의 통합 관점에서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설계/구성하고

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적용 분야에 대한 시뮬레이션 응용시

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요구도 도출 및 분석을 통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설계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도출

된 요구사항 및 개발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발기능

의 확인을 위해 대표 시나리오의 구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더

미 GU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3.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설계 및 분석

3.1 고객 요구사항 분석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응용 시스템의 고객(Customer)인 

참여 조선소의 요구사항(Customer Requirements)을 분석하여 명

세하는 단계이다.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참여 조선소의 현장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회의록, 요구분석서의 요구사항 정의/

분석 문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유즈케이스(Use Case) 설계서를 통하여 더

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해 응용 

시스템이 가져야 할 최종사용자(End User)의 운용 개념을 분석

하고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관점에서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기하여, 

연구개발 중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기능을 명세한다. 이는 

시뮬레이션 기능의 개발에 대한 가중치의 하나로 활용된다.

3.2 기능 요구사항 분석

분석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요구사항 항목

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현 기능인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s)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기능 요구사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구현하여 만족시키기 위한 기능으로 정의되며, 해당 

기능항목이 구현되면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다. 이러한 기능 요구사항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기술들을 파악

하였으며, 하나의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항

목 기능 요구사항이 도출되며, 이를 1:N 매핑을 통해 분석하였

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 관점에서의 개발 난이도를 명기하였으며, 

개발 우선순위가 높더라도 개발이 어렵거나 기간이 소요되는 항

목에 대한 구분을 하여 명세하였다. 이는 시뮬레이션 기능의 개

발에 대한 가중치의 하나로 활용된다. 기능 평가방법을 부여하

여, 해당 기능 요구사항이 개발 후에 이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요구사항 만족에 대한 여부를 판

단할 지표를 마련하였다. 

3.3 개발 커널 및 컴포넌트 분석

이와 같이 반복적 사이클을 거쳐 정제된 기능 요구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 기능 항목들의 유사도 및 관련성을 가지고 그

룹핑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 그룹핑 작업을 통해서 여러 기

능 요구사항 항목들은 체계화 되며, 이를 커널(Kernel) 혹은 컴포

넌트(Component)로 정의한다. 커널 및 컴포넌트들은 수학적 계

산이나 시뮬레이션 기능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커널 및 컴포넌트의 요소들의 결합을 위해 각 커널 간

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형태로서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커

널 및 컴포넌트들의 인터페이스를 취합하여 통합 DB의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3.4 개발 커널 및 컴포넌트 설계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의 응용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될 가시화 관련 엔진 및 시뮬레이션 분석 관련 엔진에 대한 연구

동향 및 관련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시화 엔진은 3D 

관련 가시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기 위해 공개용/상용 3D 가시화 엔진에 대한 조사 및 각 요구사

항에 대한 엔진 별 기능을 분석하였다. 가시화 대상에 대한 형상 

설계 방안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응용 시스템이 사용자 관점에서 

동일한 뷰(관점)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할 예정

이다.

시뮬레이션 분석 엔진은 분석 결과에 대한 표현 기능을 제공

하는 커널 및 엔진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커널에서 계산된 결과물들을 중립적인 형태의 출력 데이터로 활

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참여 조선소의 사용자들은 각 응용 시

뮬레이션 시스템의 결과물을 동일한 뷰로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게 할 예정이다.

3.5 개발기능 체크리스트

고객 요구사항 및 기능 요구사항에는 개발 우선순위와 개발 

난이도를 명세하는 단계이다. 이는 구현 기능이 시급한 것인지, 

개발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때 요구사항의 개발 수위 결정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응용 시

스템의 중요한 품질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구현 기능의 평가항목

을 추가하였다. 우선순위를 가지는 품질요소를 통하여 요구사항

에 대한 작업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전체 시스템 프레임워크

에 해당 요구사항의 변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결정할 

수 있다.

3.6 구현기능 대표 시나리오

구현기능에 대한 대표 시나리오는 구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예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표현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

이다. 응용 분야 별로 대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 입

장에서의 문제점 및 개발자 입장에서의 방법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및 사용

자 처리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7 더미 GUI(Dummy GUI) 프로그램

더미 GUI 프로그램 개발은 사용자 관점에서 대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운용 환경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서 활용하였다. 조선소의 사용자들은 응용 시뮬레이션의 운용 개

념 및 환경을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대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 사용 프로세스

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개발

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결 론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의 세계 1위 주도권 유지를 위해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분야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해

양산업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신 건조공법의 검증 및 최적화된 생산 흐름을 지원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요 부서의 필요에 의해 국부적이고 산발

적으로 개발되던 체계를 재활용성 및 모듈 및 커널의 재사용성 

측면과 확장성을 고려한 통합화를 위해 조선해양 통합 생산 시뮬

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

학 개념을 도입하여 요구도 도출 및 분석을 통한 고객의 요구 사

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설계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최

종 사용자(End User)가 응용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동일한 

뷰(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시화 및 분석 엔진에 대한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응용 시스템이 현장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설계 및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시스템

의 최종 사용자의 요구도 및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문서를 통해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단위 커널 

및 모듈, 컴포넌트들의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기

반으로 각 단위 모듈들을 개발할 예정이며, 체크리스트 및 평가 

방법을 통해 개발기능들이 충실히 개발/구현되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며, 향후 구현기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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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일정 계획을 검증하거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연구까지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

고, 이를 통해 어떻게 중일정 계획과 실행 계획을 연동하여 조선해양 공정을 모사하는 방법으로 일정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조선소의 조립공장을 예제로 삼아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이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Key words : 선박건조 생산계획(Shipbuilding Manufacturing Schedule), 조선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Shipbuilding Planning

                 Validation), 시뮬레이션 기반 응용시스템(Simulation Based Application System),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중후장대한 제품을 주문생산 형태로 생산하는 조선해양 산업

은 한국 제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이면서

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타 제조업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공산업이나 상용차 제조업, 

반도체 및 전자 제품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 이산시간 기반 제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선 산업의 특성한 고려한 방

법론 변경(tailoring)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조선해양 산업의 타 제조업 대비 특성은, 주문 생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주 때문에 이전 제품 생산에 쓰인 정보를 

이상 없이 축적하더라도 그대로 재활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전 정

보의 활용 문제와 토목이나 건축 산업과 비슷한 중후장대형 제품

을 제조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하위 계획에서 문

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상위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시점이 다르거

나 제한이 많은 하향식 계획 수립의 문제가 있었다.

앞서 분석한 대표적인 특성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축적된 

정보의 재활용은 ERP 등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마이닝 이나 

BI(Business Intelligence) 기술을 이용해 해결이 가능하고, 후자

에 해당하는 제조 계획상의 특성은 하위 단계 시뮬레이션 모델링

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이종무 

(2007))를 기반으로 분석한 조선해양 일정 계획의 구분은 Fig. 1

과 같다.

Fig. 1 Relation between shipbuilding planning and 

scheduling

2. 대상 조선소 조립공장 분석

시뮬레이션 적용을 위한 대상 공장은 국내 H조선소의 한 조립 

공장으로 선정했다. 해당 공장은 전처리가 끝난 부재를 재료로 용

접 중심의 블록 조립을 하는 가공 공장이며, 조선소 내 7개의 이르

는 가공 공장 중 하나로 월 1,000톤 이상의 물량을 소화한다.

해당 공장에서 유의미한 실행 계획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내부

에 대한 레이아웃을 분석하였다. 대상 공장은 총 5개의 정반을 

갖추고 있으며, 블록 턴오버를 수행하는 턴오버 장과 부재를 보

관하는 적치장이 각각 2 구역 있으며, 대차를 운영하기 위한 구

역이 정반 사이에 2개소 있다. 크레인은 블록 턴오버에 주로 이

용하는 80톤급 Jib 크레인과 정반 사이 블록 이동에 이용하는 40

톤급 오버헤드 크레인을 운용하고 있다.

대상 조선소에서 실행 계획을 분석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요소

는 이용 면적에 대한 부하가 적은 턴오버 장이나 부재 적치장이 

아닌, 정반이다. 정반 면적에 대한 시간별 사용율이 실행 계획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정반 중심으로 모델링한 예제는 Fig. 2와 같다. 실행 계획 시뮬

레이션에서 시간 진행에 따른 조립 블록의 실시간 위치가 블록 

정보를 토대로 위에서 모델링한 조립공장 배치에 따라 수행되게 

된다.

Fig. 2 A Layout modeling of shipyard assembly shop

조립공장의 물리적인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실제 조립을 수

행할 때 사용하는 계획을 분석해서 조립공장에서 실행 계획을 수

행할 때 벌어질 상황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 공장에서 

조립하는 블록은 조선소 전체의 선행중일정에 영향을 받게 되며, 

블록의 조립정보는 조선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설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계 연관 정보를 가져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한다. 선행중일정에서는 블록의 가공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가져오며, 이를 토대로 블록의 고유번호를 

알아내고 조립 연관 정보를 통해 실행 계획 수준에서 어떤 블록

을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Fig. 3 A process modeling of shipbuilding assembly shop

조립 연관 정보는 선행중일정 수준에서 다루는 블록이 어떤 

단계를 거쳐 조립되는지 수행 단계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

며,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이 정보를 가공하여 해당 공정에 사용

하는 설비와 연결 시켜 실제 가공공장에서 실행 계획이 수행될 

때 벌어질 사건을 모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가공 공장의 이런 생산 특성을 가장 정

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프로세스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

링이라고 보았으며(이필립 외 (2011)), 제안한 방법에 따라 3단

계에 걸친 프로세스로 과 같이 대상 가공공장의 조립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었다. 

3. 가공공장 실행 분석

분석한 모델을 이용해 대상 조립공장에서 가공을 수행할 때 

사용할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았고, 수행에 따른 물량 변화와 조

립 시기를 예측해 보았다. 본 시뮬레이션에 이용한 시뮬레이션 

엔진은 상용 제품인 프랑스 Dassault Systemes의 DELMIA 

QUEST가 사용되었으며, 총 3가지 기준에 의해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결과는 각 정반을 사용해 조립되는 하위 블록

과 상위 블록의 일정 예측 자료이다. 결과는 선행중일정 이상에

서 사용하는 간트(Gantt) 차트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

제 조립공장의 실행 계획에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작업 책임자

의 머리 속에서만 상세 일정이 존재하게 된다.

같은 정보를 가공하면,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팩

터로 다룬 정반 부하 역시 산출할 수 있다. 정반 부하는 대상 공

장의 총 5개의 정반별로 소화하는 최대 블록의 수와 무게, 면적 

뿐 아니라 대상 생산 일정 중의 평균값, 최대 순간의 물량까지 

알아내도록 분석하였다.

Fig. 4 An example of the fabrication schedule of 

shipbuilding assembly shop

제시한 예제 중에서 Fig. 4는 조립장 시뮬레이션 결과 얻어낸 

정반(시뮬레이션에서는 A ~ E까지 알파벳을 이용해 5개의 정반

을 구분) 중에서 하나의 정반을 이용해 생산한 블록의 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앞 서 서술한 것처럼 시뮬레이션한 실행 계획을 통

해 정반별 부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아래 Fig. 5는 5개 정반의 

최대 물량과 최소 물량, 평균 물량을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A bar graph of the analysis of assembly stages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과정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

하였고,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사용 시뮬레이션 엔진과 연동하

였다.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링과 수행 과

정을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시하는 예제 

화면 Fig. 6은 독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같은 결과를 분석한 것

이다. 세로로 배열한 다섯 개의 막대 그래프는 특정 시점에서 정

반의 부하량을 나타내며, 시점은 아래 보이는 시간 바를 사용자

가 조종하며 결정할 수 있다.

Fig. 6 A screenshot of the application to analyze 

shipbuilding assembly plan

4. 결 론

조선소의 효과적인 생산 시뮬레이션 적용을 위해 조선해양 산

업의 특성과 생산 계획을 특징을 분석하여 조선산업 맞춤형 시뮬

레이션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H조선소의 실제 조

립공장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이용한 상용 시뮬레이션 엔진

이 아닌, 조선해양 공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맞춤 개

발한 엔진을 사용해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시할 예정이며, 

분석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로 대규모 데이

터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소 환경에 맞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현업 사용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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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 구성 

자동화를 위한 Multibody Formalism 개발 

 

구남국(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조아라(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Martin Friebe(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이규열(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설계와 생산 계획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동적 

거동 및 동적 하중 계산을 위하여, 다물체계 동역학을 기반으로 multibody formalism 을 

개발 하였다.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는 부유식 플랫폼 위에 타워(tower), 낫셀(nacelle), 

허브(hub), 그리고 3 개의 블레이드(blade)가 고정 관절(fixed joint) 또는 회전 관절(revolute 

joint)로 연결되어 있는 다물체계 시스템(multibody system)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recursive formulation 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multibody formalism 은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물체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형상정보, 속성정보, 그리고 물체들 간의 

연결관계를 입력 받아 운동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수치적 해를 계산하는 기능을 한다.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보다 정확한 동역학적 거동해석을 위하여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임의자세를 고려한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hydrostatic force with non-linear effects)과 

3D Rankine panel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선형 유체 동역학적 힘(linearized hydrodynamic 

force), blade element method(BEM)을 이용하여 계산한 풍력(aerodynamic force), 그리고 

계류력(mooring force) 계산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외력 계산 모듈을 multibody 

formalism 과 통합하여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과 동시에 풀어 부유식 해상 

플랫폼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을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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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풍력 발전

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5-MW 용량 이상의 풍력 발전기의 설치 위치는 점점 해안으로

부터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풍력 발전기의 플랫

폼(platform)이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로 인

하여 고정식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을 때 보다 풍력 발전기의 동

적 거동(dynamic response)이 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풍력 

발전기의 동적 하중 해석(dynamic analysis)이 보다 중요하게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풍력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하고, 보다 정확한 부유식 플랫폼의 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multibody formalism을 개발 하였다. 

 

Floating Type
PlatformFixed Type

Platform

Deep waterShallow water

 

Fig. 1 Wind turbine platform types for different water depths 

 

본 연구에서 개발한 multibody formalism은 다물체계 시스템

의 강체, 관절, 강체의 질량과 질량 중심, 그리고 질량관성 모멘

트를 입력 받아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운동 방정식을 자동으

로 구성한다. 운동 방정식은 다물체계 동역학을 기반으로 한 운

동방정식 구성 방법 중 하나인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외력으로는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비선형 유체

정역학 힘과 선형 유체동역학적 힘 그리고 계류력을 고려하였고,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풍력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운

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풍력 발전기의 동적 하중 해석을 수행 

하였다. 

 

2. 관련 연구 현황 

 

본 장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multibody formalism 및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동적 거동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연

구에 대하여 알아본다. 

 

2.1. Multibody Formalism 관련 연구 현황 
 

ADAMS(Automatic Dynamic Analysis of Mechanical 

Systems)는 범용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

(Orlandea et al. 1977). 다물체계 운동방정식 구성에는 

augmented formulation을 사용하며 fixed, revolute, spherical 

joint부터 gear, screw 등 다양한 종류의 관절 (joint)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한 외력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유체력을 

적용할 때는 외부의 유체력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해야 

하며, 그 계산된 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된 유체 동역학적 힘

을 Cummins equation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간 영역에서의 운동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해 과

도 구간(transient range)에서의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ODE(Open Dynamics Engine)는 공개용 동역학 엔진 모듈로

서 공개 라이브러리 형태이다(Smith 2006). Augmented 

formulation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며 fixed, 

universal, spherical joint등의 관절(joint)을 지원한다. 외력은 사

용자가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유체력 계산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2.2.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동적 해석 관련 연구 

현황 
 

Jonkman(2007)은 5-MW급 부유식 풍력 발전기에 대해 해양

파를 고려하여 동적 거동을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파 

외력을 계산하는 상용 코드로부터 계산된 외력을 입력 받아 동

역학 해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그러나 플랫폼

의 운동이 미소하다고 가정한 뒤 선형화된 유체 정역학적 힘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과도한 자세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는 정확도

가 낮다. 또한 유체 동역학적 힘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

파수 영역에서 계산한 뒤 Cummins equation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으로 변경하였다. 

Nielsen(2006)은 스파(spar) 형식의 플랫폼을 가진 풍력 발전

기에 대해 동적 거동을 해석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모델링하고, 동적 거동 해석을 하였다. 또

한 실제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적 거동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하였다. 이 논문 역시 

유체 정역학적 힘, 동역학적 힘 모두 선형화하여 계산 하였으며, 

유체 동역학적 힘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한 결과를 이용 하여 계산 하였다. 

Park(2011)은 바아지 타입의 해상 풍력 발전기의 타워 및 블

레이드를 탄성체로 가정하고, 운동방정식을 augmented 

formulation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방정식의 외력 항에는 

풍력, 해양파에 의한 유체력 및 계류력을 포함하였으며, 모두 자

체 개발한 코드를 이용하여 동적 거동 및 하중 해석을 수행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모

두 강체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강체가 

많을수록 augmented formulation에 비하여 계산의 효율성이 좋

은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6자유도 운동을 하는 플랫

폼의 연성된 운동 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multibody 

formalism을 개발 하여 Park(2011)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모델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

발한 multibody formalism은 부유체의 과대 경사에서 정확하게 

계산한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 3D Rankine panel method를 

통해 직접 계산한 유체 동역학적 힘의 계산 모듈과 통합하여 해

상에서 운동하는 다물체계의 동적 해석을 시간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운동 방정식 구성 자동화를 위한 

Multibody Formalism 

 

본 장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multibody system)의 운동 방정

식 구성 자동화를 위한 multibody formalism의 알고리즘에 대하

여 설명한다 (Kreuzer 1994).  

 

3.1 관절로 연결된 두 강체의 속도 및 가속도 관계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기 위

해서 다물체계 동역학 기반의 recursive formul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선 mutibody formalism을 설명하기 앞서, 다물체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구성 방법 중 하나인 recursive 

formulation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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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wo links connected with revolute joint 

 

그림 2는 회전 관절(revolute joint)로 연결된 두 링크(link)를 

나타낸다. 링크 i와 링크 i+1에는 각각 무게중심 Gi, Gi+1을 원점

으로 하는 물체 고정 좌표계(body fixed frame) {bGi}, {bGi+1}이 

정의되어 있다. 두 링크는 회전 관절 i+1로서 연결되어 있으며, 

회전 관절 i+1의 관절 값, 즉 링크 i+1이 링크 i를 기준으로 얼만

큼 회전했는지 나타내주는 변수를 qi+1로 정의한다.  

여기서 관성 좌표계(inertial frame) {n}을 기준으로 각 링크의 

무게중심의 병진 속도를 나타낸 벡터를 vtransi, v
trans

i+1 라고 정의하

고, 각 물체 고정 좌표계 {bGi}, {bGi+1}가 {n}을 기준으로 회전하

는 각속도를 vroti, v
rot

i+1 라고 정의하자. 또한, 링크 i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링크 i+1의 무게중심의 병진 속도를 나타낸 벡터를 

vtransJi+1이라고 정의하고, {bGi}를 기준으로 한 {bGi+1}의 각속도를 

나타낸 벡터를 vrotJi+1라고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 1 1
( )trans trans trans

i i Ji i
q

+ + +
= +v v v �   (1) 

1 1 1
( )rot rot rot

i i Ji i
q

+ + +
= +v v v �   (2) 

 

여기서, vtransJi+1과 vrotJi+1은 회전 관절의 속도, 즉 관절 값 qi+1의 

미분 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함수로 표현 하였다.  

각 링크의 가속도를 a 벡터로 표현하고 속도벡터 v와 같은 첨

자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가속도 atrans

i및 각 가속도 arot

i+1의 계산이 가능하다. 

 

1 1 1
( )trans trans trans

i i Ji i
q

+ + +
= +a a a ��  (3) 

1 1 1
( )rot rot rot

i i Ji i
q

+ + +
= +a a a ��  (4) 

 

여기에서 병진 속도 및 각속도, 병진 가속도 및 각 가속도를 

하나의 벡터로 통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자. 

 

,

trans trans

i i

i irot rot

i i

⎡ ⎤ ⎡ ⎤
= =⎢ ⎥ ⎢ ⎥
⎣ ⎦ ⎣ ⎦

v a

v a

v a

  (5) 

 

식 (5)를 사용하면 식 (1), (2)와 식 (3), (4)를 각각 식 (6)과 

식 (7)로 표현할 수 있다.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물체의 속

도 및 가속도는 물체의 병진 속도, 각속도 그리고 병진 가속도, 

각 가속도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1 1 1
( )

i i Ji i
q

+ + +
= +v v v �   (6) 

1 1 1
( )

i i Ji i
q

+ + +
= +a a a ��   (7) 

 

식 (6)과 (7)을 살펴보면 임의 링크의 속도 및 가속도는 그 전 

링크의 속도 및 가속도와, 두 링크 사이의 관절 값의 함수로 표

현된 상대 속도 및 가속도로의 합으로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3.2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한 운동 방정식의 

구성 

 



 

 

아래와 같이 공간 상에 고정되어 있는 기준 강체를 제외하고 

총 4개의 강체와 4개의 관절로서 이루어진 다물체계 시스템이 

있다. 이 때, 각 관절 J1 ~ J4의 관절 값 q1 ~ q4과, 관절의 속

도 
1
q� ~

4
q� , 그리고 가속도 

1
q�� ~

4
q�� 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가

속도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 관절에 가해야 하는 힘을 구하는 문

제에 대하여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

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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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
1J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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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

 

Fig. 3 Multibody system which consists of 4 rigid bodies and 4 joints 

 

우선 주어진 관절 값들을 이용하여 강체의 속도 및 가속도를 

계산해 보자. 식(6)에 의하여 각 강체의 속도 및 가속도는 아래

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0 1 1
( )

J
q= +v v v �   (8) 

2 1 2 2
( )

J
q= +v v v �   (9) 

3 1 3 3
( )

J
q= +v v v �   (10) 

4 3 4 4
( )

J
q= +v v v �   (11) 

1 0 1 1
( )

J
q= +a a a ��   (12) 

2 1 2 2
( )

J
q= +a a a ��   (13) 

3 1 3 3
( )

J
q= +a a a ��   (14) 

4 3 4 4
( )

J
q= +a a a ��   (15)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번 강체는 1번 강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 강체의 속도 및 가속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이다. 각 강체가 계산된 속도 및 가속도로 움직이기 위해, 각 강

체에 작용해야 하는 총 합력 
i

F 및 
i

τ 모멘트는 아래의 Newton-

Euler equation으로 계산할 수 있다. 

 

trans

i i i
m ⋅ =a f   (16) 

rot rot rot

i i i i i i⋅ + × ⋅ =I a v I v τ  (17) 

 

각 강체에 작용해야 하는 총 힘과 모멘트를 하나의 힘벡터 

total

i
F 로 표현하면 식 (18)과 같다. 

 
T

total T T

i i i
⎡ ⎤= ⎣ ⎦F f τ   (18) 

 

여기에서 강체 3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강

체 3이 받는 힘으로는 관절 3으로부터 받은 힘 
3

joint
F 그리고 중

력, 유체력, 바람과 같은 외력 
3

ext
F 가 있다. 이렇게 받은 힘 중 

일부는 강체 3이 움직이는데 사용되고( total

i
F ) 일부는 관절 4를 

통하여 4번 강체로 전달된다(
4

joint
F ).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3 3 3 4

joint ext total joint
+ = +F F F F   (19)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3번 관절에 가해줘야 하는 

힘이므로 아래 식과 같이 정리한다. 

 

3 3 4 3

joint total joint ext
= + −F F F F   (20) 

 

식 (20)에서 첫 번째 항은 식 (16), (17)을 통해 계산할 수 있

고, 세 번째 항은 외력으로서 주어지지만, 두 번째 항은 4번 관

절을 통해 4번 강체(다음 강체)로 전달되어야 하는 값으로서 계

산되어야 하는 값이다. 이에 다음 강체가 없는 마지막 강체부터 

힘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4 4

joint total ext
= −F F F   (21) 

3 3 3 4

joint total ext joint
= − +F F F F   (22) 

2 2 2

joint total joint
= +F F F   (23) 

1 1 1 2 3

joint total ext joint joint
= − + +F F F F F   (24) 

 

식 (21)을 통해 관절 4에 가해야 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고,

다음 식 (22), (23), (24)를 차례로 풀어 각 관절에 가해야 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체 1번은 2번 

강체와 3번 강체에 힘을 동시에 전달해야 함을 식(24)에서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Featherstone, 2008). 

 

3.3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운동 방정식 구성의 자동화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각 강체의 속도, 가속도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각 관절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체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각각의 식을 유



 

 

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식(10), (14)의 경우 3번 강체의 부모는 1

번 강체이므로 1번 강체의 속도에 3번 관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 속도를 더하는 형식으로 구성 되었으며, 식 (24)의 경우 1

번 강체는 2, 3번 강체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여 구성 되었다. 만일 강체의 연결 관계가 더 복잡해진다면 물체

의 모든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수동으로 식을 세우는 것은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자동

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 하였다. 

식 (8) ~ 식 (11)은 아래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1 0 1 1
( )

J
q= +v v v �  (25) 

2 0 1 1 2 2
( ) ( )

J J
q q= + +v v v v� �  (26) 

3 0 1 1 3 3
( ) ( )

J J
q q= + +v v v v� �  (27) 

4 0 1 1 3 3 4 4
( ) ( ) ( )

J J J
q q q= + + +v v v v v� � �  (28) 

 

이를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0 11

0 22

0 33

0 44

1 0 0 0

1 1 0 0

1 0 1 0

1 0 1 1

J

J

J

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vv

v vv

v vv

v vv

  (29) 

 

식 (29)에서 두 번째 항에 포함되어 있는 4×4 행렬은 다물체

계 시스템에서 강체의 연결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아래와 

같은 그래프 이론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림 3의 다물체계 시스템을 점과 선을 이용한 그래프로 표현

하면 그림 4와 같다. 

 

2 1 3 4

0

1

2 3 4

 

Fig. 4 Multibody system represented by graph 

 

여기에서 점은 강체를 의미하고, 선은 관절을 의미하며, 삼각

형은 선의 연결 방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표현된 그래프의 정

보는 아래와 같은 표로서 정리할 수 있다. 

 

 

 

 

Table 1Integer functions of the graph in Fig. 4 

선 번호(i) 1 2 3 4 

l+(i) 1 2 3 4 

l-(i) 0 1 1 3 

 

여기에서 정수 함수 l+(a)는 선 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그 선

의 끝이 어떤 점인지, l-(a)는 선 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그 선의 

시작이 어떤 점인지를 함수 값으로 출력한다. 이 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경로 행렬 T를 작성할 수 있다. 

 

1 0 0 0

1 1 0 0

1 0 1 0

1 0 1 1

⎡ ⎤
⎢ ⎥
⎢ ⎥=
⎢ ⎥
⎢ ⎥
⎣ ⎦

T   (30) 

 

T Matrix의 (i, j) element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0번 강체 부

터 i번 강체까지 가는 도중 j번 선을 거쳐 간다면, j번 선의 방향

이 i번 강체를 향하고 있으면 +1, j번 선의 방향이 i번 강체를 향

하고 있으면 -1을 넣는다. 즉, 식 (30)에서 정의한 행렬의 4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0번 강체에서 4번 강체까지 가는 중에 1, 3, 4

번 선, 즉 1, 3, 4번 관절을 거쳐간다는 의미이다(Wittenberg, 

1977). 이와 같이 구성한 경로 행렬을 이용하면 식 (8) ~ (11), 

식 (12) ~ (15)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0 J
= ⋅ + ⋅v v I T v   (31) 

0 J
= ⋅ + ⋅a a I T a   (32) 

 

여기서, 

1

2

3

4

⎡ ⎤
⎢ ⎥
⎢ ⎥=
⎢ ⎥
⎢ ⎥
⎢ ⎥⎣ ⎦

v

v

v

v

v

, 

0

0

0

0

0

⎡ ⎤
⎢ ⎥
⎢ ⎥⋅ =
⎢ ⎥
⎢ ⎥
⎢ ⎥⎣ ⎦

v

v
v I

v

v

, 

1

2

3

4

J

J

J

J

J

⎡ ⎤
⎢ ⎥
⎢ ⎥=
⎢ ⎥
⎢ ⎥
⎢ ⎥⎣ ⎦

v

v

v

v

v

,  

1

2

3

4

⎡ ⎤
⎢ ⎥
⎢ ⎥=
⎢ ⎥
⎢ ⎥
⎢ ⎥⎣ ⎦

a

a

a

a

a

, 

0

0

0

0

0

⎡ ⎤
⎢ ⎥
⎢ ⎥⋅ =
⎢ ⎥
⎢ ⎥
⎢ ⎥⎣ ⎦

a

a
a I

a

a

, 

1

2

3

4

J

J

J

J

J

⎡ ⎤
⎢ ⎥
⎢ ⎥=
⎢ ⎥
⎢ ⎥
⎢ ⎥⎣ ⎦

a

a

a

a

a

이다. 

또한, 힘을 계산하는 식 (21) ~ (24)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joint total ext joint

i i i j

j iµ∈

= − + ∑F F F F   (33) 

 

여기서 ( )iµ 는 표 1의 정수 함수 l+(i), l-(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 ) ,

1...4 }

i x if i l i then x l i

where i

µ
− +

= = =

=

  (34) 

 

식 (34)는 표 1의 3행에서 i번이 포함된 열의 2번 행에 포함

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i가 1이라면 3행에 1이 

포함된 열은 2, 3열이고, 2, 3열의 2행의 숫자는 각각 2와 3이다. 

다시 말하면 1번 강체의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강체는 2번 

강체와 3번 강체이므로, 1번 관절에 가해야 하는 힘을 계산할 때 

2번 관절과 3번 관절을 통해 전달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

미가 된다. 

즉 3.2에서 정리한 식 (8) ~ (11), 식 (12) ~ (15), 식 (21) ~ 

(24)는 그래프의 정보를 담고 있는 표와 식(31), (32), (33), (34)

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3.4 다물체계 시스템의 구조 변경에 따른 운동 

방정식의 재구성 

 

그림 5와 같이 그림 4의 다물체계 시스템의 1번 관절과 기준 

강체 사이에 5번 강체와 5번 관절이 추가되었다고 하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각 관절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각 관절에 작용해야 하는 힘을 계산해보자. 

 

①

②

③

④

ⓞ

1J

2J

3J

4J

5J

⑤

 

Fig. 5 Multibody system which consists of 5 rigid bodies and 5 joints 

 

3.2절의 식(8) ~ (11)과 같은 방법으로 식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은 각 강체의 속도 계산식을 구성할 수 있다. 

 

1 0 1 1 5 5
( ) ( )

J J
q q= + +v v v v� �   (35) 

2 0 1 1 2 2 5 5
( ) ( ) ( )

J J J
q q q= + + +v v v v v� � �   (35) 

3 0 1 1 3 3 5 5
( ) ( ) ( )

J J J
q q q= + + +v v v v v� � �   (36) 

4 0 1 1 3 3 4 4 5 5
( ) ( ) ( ) ( )

J J J J
q q q q= + + + +v v v v v v� � � �   (37) 

5 0 5 5
( )

J
q= +v v v �   (38) 

 

위와 같이 직접 손으로 구성한 속도 계산식을 그래프 이론을 

적용한 식 (31)을 적용하여 유도 해보자. 우선 표 1을 업데이트

하여 추가된 5번 강체와 관절의 정보를 추가한다. 

 

Table 2 Integer functions of the graph from the mutibody system in fig. 5 

선 번호(i) 1 2 3 4 5 

l+(i) 1 2 3 4 5 

l-(i) 5 1 1 3 0 

 

표 2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로 행렬 T를 작성한다. 

 

1 0 0 0 1

1 1 0 0 1

1 0 1 0 1

1 0 1 1 1

0 0 0 0 1

⎡ ⎤
⎢ ⎥
⎢ ⎥
⎢ ⎥=
⎢ ⎥
⎢ ⎥
⎢ ⎥⎣ ⎦

T   (39) 

 

그리고 식 (31)에 이를 대입하여 다음 식을 구성한다. 

 

1 0 1

2 0 2

3 0 3

4 0 4

5 0 5

1 0 0 0 1

1 1 0 0 1

1 0 1 0 1

1 0 1 1 1

0 0 0 0 1

J

J

J

J

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40) 

 

식 (40)을 풀면 식 (35) ~ (38)과 동일한 식이 유도됨을 알 수 

있다. 가속도를 계산하는 식의 구성 방법 역시 속도 계산 식을 

구성하는 방법과 동일하므로 식 (32)와 경로 행렬을 이용하여 

각 강체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각 관절에 가해야 하

는 힘을 계산할 때에도 식 (33)과 식 (34)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강체 사이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표 2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그림 5의 multibody system에서 3번 강체를 제거한 

뒤의 운동 방정식 구성을 동일하게 수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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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moving the rigid body 3 from the multibody system in fig. 5 

 

우선 속도 계산 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0 1 1 5 5
( ) ( )

J J
q q= + +v v v v� �   (41) 

2 0 1 1 2 2 5 5
( ) ( ) ( )

J J J
q q q= + + +v v v v v� � �   (42) 

4 0 1 1 4 4 5 5
( ) ( ) ( )

J J J
q q q= + + +v v v v v� � �   (43) 

5 0 5 5
( )

J
q= +v v v �   (44) 

 

위와 같이 직접 손으로 구성한 속도 계산식을 그래프 이론을 

적용하여 유도해보자. 새로 구성된 강체 연결 정보를 따라 표 2

를 갱신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Integer functions of the graph from the mutibody system in fig. 6 

선 번호(i) 1 2 - 4 5 

l+(i) 1 2 - 4 5 

l-(i) 5 1 - 1 0 

 

표 3의 정보를 이용하여 경로 행렬 T를 작성한다. 

 

1 0 0 0 1

1 1 0 0 1

0 0 0 0 0

1 0 0 1 1

0 0 0 0 1

⎡ ⎤
⎢ ⎥
⎢ ⎥
⎢ ⎥=
⎢ ⎥
⎢ ⎥
⎢ ⎥⎣ ⎦

T   (45) 

 

그리고 식 (31)에 이를 대입하여 다음 식을 구성한다. 

 

1 0 1

2 0 2

3 0 3

4 0 4

5 0 5

1 0 0 0 1

1 1 0 0 1

0 0 0 0 0

1 0 0 1 1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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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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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46) 

 

식 (46)을 풀면 식 (41) ~ (44)와 동일한 식이 유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식 (32) 및 (33)을 이용하면 정수함수 표3

만을 이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그림 5와 그림 6처럼 기준 강체에 가까이 연

결되어 있는 물체의 번호가 멀리 있는 물체보다 크면 강체 및 관

절의 번호를 다시 매겨 아래와 같은 규칙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기준 강체에 가까이 있는 물체의 번호가 더 작다. 

- 강체의 번호는 항상 순차적으로 증가한다.(중간에 누락되는 

번호가 없다.) 

- 관절의 번호는 관절에서부터 그래프의 가지 쪽 방향으로 연

결된 강체의 번호와 같다. 

이와 같은 규칙을 따르는 그래프를 regular tree graph라고 한

다. 그림 4에 표현된 그래프가 regular tree graph인데, 이 때의 

경로 함수는 하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행렬 연산에서 좀 더 효율

적이다. 또한 선의 양 끝단 강체 번호만으로 어떤 방향이 그래프

의 가지 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체의 추가 혹

은 삭제 후 정수함수표를 작성한 뒤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기 전

에 regular tree graph가 되도록 그래프 번호를 다시 정리하는 것

이 좋다. 그래프의 번호를 다시 매겨 regular tree graph로 수정

하는 것은 정수함수표만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Wittenberg, 1977). 

 

4.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에 작용하는 

외력 계산 

 

4.1 유체정역학적 힘 

 

유체 정역학적 힘을 계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유식 플랫폼의 정적 평형자세를 계산하기 위한 경

우, 두 번째는 부유식 플랫폼의 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한 경우

이다. 

첫 번째, 과대 경사각을 가지는 부유식 플랫폼의 정적 평형 

자세를 구하기 위해, 플랫폼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합력은 0이

라는 비선형 지배 방정식을 구성하고, 순차적 선형화를 통해 비

선형 지배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식 47). 방정식에는 복원성능 

에 영향을 미치는 침하, 횡경사, 종경사가 연성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변하는 복원력 미계수 들은 수선면적, 수선면적의 1 차, 



 

 

그리고 2 차 모멘트의 형태로 식 (48)과 같이 유도되었다. 

( )
( )

ext

hydrostatic e

hydrostatic

∂
∆ = −

∂

F q
q F q

q   (47) 

( )

{ }/ /

/

cos

( sin cos )

cos

sin

cos

B B B

ext

hydrostatic BT BT BT

BL BL BL

WP WP WP

n n

B O B O

WP P

T

n

B O

WP

P

F F F

z

M M M

z

M M M

z

g A g T g L

g x z
g T g I

g I

g y
g L

g I

φ θ

φ θ

φ θ

ρ ρ θ ρ

ρ θ θ
ρ ρ

ρ θ

ρ θ
ρ ρ

ρ 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 q

q

/

n

B O L
g z g Iρ

⎡ ⎤
⎢ ⎥
⎢ ⎥
⎢ ⎥
⎢ ⎥
⎢ ⎥
⎢ ⎥
⎢ ⎥
⎢ ⎥∇⋅ − ⋅
⎢ ⎥⎣ ⎦   (48) 

, 여기서 q는 플랫폼의 6자유도를 나타내는 일반화 좌표, 
ext

hydrostatic
F

는 선박의 자세에 따른 유체 정역학적 힘, z는 플랫폼의 

침하량, θ는 종경사 각, ф는 횡경사 각, ρ 는 바닷물의 밀도, 

B
F 는 부력, BT

M 는 부력에 의한 횡 복원 모멘트, BL
M 은 부력

에 의한 종 복원 모멘트, WP
A 는 수선면적, WP

T 는 횡 1차 면적 

모멘트, WP
L 는 종 1차 면적 모멘트, T

I
는 횡 2차 면적 모멘트, 

L
I

은 종 2차 면적 모멘트, P
I

는 극 2차 모멘트, 그리고 /

n

B O
x

, 

/

n

B O
y , /

n

B O
z  는 플랫폼 고정 좌표계에서 부력 중심까지의 x, y, 

z 위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 동적 거동을 하는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유체정

역학 힘 
ext

hydrostaticF
은 매 단위 시간마다 변하는 플랫폼의 자세와 

파고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며, 식 (49)와 같다(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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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W
ρ

는 해수의 밀도, g 는 중력가속도, ( , )V tq 는 플

랫폼의 침수 부피, Buoyancy
x

, Buoyancy
y

는 부력 중심의 좌표이다. 

 

4.2 유체동역학적 힘 

 

유체동역학적 힘은 3D Rankine panel method를 사용하여 시

간 영역에서 계산하였다. 속도 포텐셜(velocity potential)의 지배 

방정식은 식 (50)과 같은 라플라스 방정식(Laplace equation)이

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류되어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진 속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속

도 포텐셜을 입사파 포텐셜(incident potential)과 교란 포텐셜

(disturbed potential)로 구분한다. 

2
0,

I d
φ φ φ φ∇ = = +

  (50) 

위의 입사파 포텐셜은 아래의 경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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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 ~ (54)는 각각 선형화된 운동학적 자유수면(linearized 

kinematic free surface), 선형화된 동역학적 자유 수면(linearized 

dynamics free surface), 해저면(bottom) 그리고 측면(lateral) 경

계 조건이다. 여기서 η I, T, L 는 입사파의 진폭(amplitude), 주

기(period), 그리고 길이 이다. 

교란 포텐셜은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에 대한 식 (51) ~ 

(54) 이외에 식 (55)의 물체 표면 경계 조건, 그리고 식 (56)의 

방사 조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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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  는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의 위치벡터

이고, r 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까지 의 위치 

벡터, ξ T는 관성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중심까지의 위치 벡터, 

ξ R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자세를 정의한 회전 각도 벡터, η d는 

교란에 의한 파의 진폭, ν 는 방사 조건 계수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문제는 먼저 입사 포텐셜을 해석적으로 계

산한 뒤 3D Rankine Source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풀어 속도 

포텐셜을 계산하였다(Kring 1993).  

이와 같이 계산된 속도 포텐셜을 베르누이 방정식(Bernoulli 

equation)에 대입하여 물체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고, 압력을 식 (58)과 같이 물체의 침수표면적을 따라 적분하

여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유체 동역학적 힘 ext

hydrodynamicF  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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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침수 표면적, r는 물체 표면에 위치한 각 panel의 

위치 벡터 즉,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정의된 물체 표면까지의 위

치 벡터이다. 

 

4.3 풍력 

 



 

 

풍력은 BEM(Blade Element Momentum) 이론에 의하여, 각 

블레이드 요소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허브의 축에 작용하는 

6자유도 힘과 모멘트로 계산한다(Moriarty 2005). 식 (59)과 식 

(60)를 이용하여 블레이드 요소에 작용하는 블레이드 평면에 수

직방향인 힘과 수평 방향인 힘을 계산하였다.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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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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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는 공기의 밀도, c 는 블레이드 요소 회전면적이 

전체 회전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V는 들어오는 바람의 속도, 

φ 는 블레이드 평면과 들어오는 바람이 이루는 각도 이다. CL과 

CD는 각각 양력계수와 항력계수이다. 하나의 블레이드 요소에 

의해 로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식 (61)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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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는 블레이드의 회전 방위각이다. 식 (61)로 계산된 

힘과 모멘트를 식 (62)과 같이 블레이드 길이 R로 적분하면 로

터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 

 

4.4 계류력 

 

부유식 플랫폼에 작용하는 계류력 ext

mooring
F  은 계류선을 현수선

(Catenary curve)로 고려하여 식 (63)과 같이 계산하였다

(Faltins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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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 k
T

는 k번째 계류선의 수평방향 힘, k
ψ 는 k번 째 

계류선이 플랫폼의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이다. 

 

5.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 해석 

 

본 논문에서 개발한 multibody formalism의 테스트를 위하여 

풍력 발전기의 로터 축(rotor shaft)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을 계

산 하였다. 하중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 해상 풍력 발전기 모델의 

주요 치수 및 외력은 table 4과 그림 7과 같다. 

 

Table 4 Properties of the floating wind turbine, wind, and wave used in 

this paper 

Hub+Blade Mass 74.4 Mg

Nacelle Mass 240 Mg

Tower Mass 347 Mg

Platform Mass 16,450 Mg

Wind 

Speed 12 m/s

Direction 0 degree

Wave 

Amplitude 0.2 m

Frequency 0.628 rad/s

Length 126.5 m

Direction 4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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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incipal dimensions of the floating wind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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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culation results of dynamic constrained Force of tower top 

 

그림 8은 로터 축에 작용하는 하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점선과 실선은 각각 플랫폼이 고정되어있는 경우와 파랑 중 운

동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하였을 때 작용하는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파랑 중 플랫폼이 운동하고 있는 상태의 동적 

하중이 플랫폼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의 하중보다 최대 58%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물체계 시스템

을 구성하고 있는 물체의 형상정보, 속성정보, 그리고 물체들 간

의 연결관계를 입력 받아 운동방정식을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

는 multibody formalism을 개발 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로터 축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을 계산 하였

으며, 플랫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하중과 비교 하였다. 추후 

연구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multibody formalism을 이용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의 동적 하중 이외에 다양한 해상의 다

물체계 시스템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을 계산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a)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33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b) 국방

과학연구소 수중운동체기술특화센터 SM-11 과제 "수중 운동체

의 체계/부체계 기능 및 성능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의 가상 복합 시스템 모델 구조 연구" c) 서울대학교 BK21 해양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 d)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히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Faltinsen, O. M., 1990, Sea Loads on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University of Cambridge. 

Featherstone, R., 2008, Rigid Body Dynamics, Springer. 

Jonkman, J. M., 2007. Dynamics Modeling and Load Analysis 

of an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Technical Report, 

NREL/TP-500-41958. 

Kreuzer, E., 1994, Computerized Sysmbolic Manipulation in 

Mechanics, Springer. 

Kring, D. C., 1994, Time Domain Ship Motions by a Three-

Dimensional Rankine Panel Method, MIT, Ph.D Thesis. 

Lee, K. Y. Cha, J. H. & Park, K. P., 2010, Dynamic Response 

of a Floating Crane in Waves by Considering the Nonlinear 

Effect of Hydrostatic Force, Ship Technology Research, Vol. 

57, No. 1, pp. 62-71. 

Moriarty, P.J. & Hansen, A.C., 2005, AeroDyn Theory Manual, 

NREL/TP-500-36881, pp 2-3. 

Nachlinger, R.R., 2006, How Moses Deals with Technical 

Issues, Technical Report, Ultramarine, Inc. 

Nielsen, F. G. Hanson, T. D. & Skaare, B., 2006. Integrated 

dynamic analysis of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s, 

Proceedings of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ffshore 

Mechanics and Arctic Engineering, OMAE2006-92291. 

Orlandea, N. Chace, M.A. & Calahan, D.A., 1977. A Sparsity-

Oriented Approach to the Dynamic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Systems-Part1&2. Journal of Engineering for 

Industry, Transactions of the ASME, Vol. 99, No. 3, pp. 

773-779. 

Park, K. P. Cha, J. H. & Lee, K. Y. 2011. Dynamic Factor 

Analysis for the Heavy Lifting Operation Considering an 

Elastic Boom Effects, Ocean Engineering, Article in press. 

Smith, R., 2006. Open Dynamics Engine v0.5 User Guide. 

Wittenberg, 2006, Dynamics of Multibody Systems, Springer.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선박 블록 배량 부하평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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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의 생산 자원 중 도크는 그 용량을 쉽게 늘리기 어려운 자원으로 모든 일정 계획은 도크를 중심으로 수립한다. 따라서 

도크 회전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록 제작 공정 상의 과부하를 해소하

기 위해 상당 수의 블록 제작 물량을 외주 제작 하게 된다. 또한 조선소 공간의 부족, 블록 제작 공장의 특성, 블록 제작 단가 

등의 이유로 여러 공장 또는 외주 업체를 통해 블록을 제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블록의 탑재 일정과 각 

공장 또는 외주 업체의 블록 제작 능력을 고려하여 블록 제작처를 배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력에 의존

하게 될 경우 일정 계획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하평준화의 어려움으로 블록 제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블록 제작 일정 및 블록 제작처 별 특징을 반영한 블록 제작처 배분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자 한다.

※ KeyWords: Optimization Algorithm(최적화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유전 알고리즘), Load Balancing(부하평준화),

                Assembly Block Allocation(선박 블록 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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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선체모델과 Assembly Tree를 이용한 정반배치 방법론 연구

조두연(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차주환(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노명일(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최형순((주)인포겟시스템), 황호진(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블록 조립공장의 정반회전율은 도크회전율과 더불어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경험이 많은 현장 

작업자가 블록의 2D 도면 또는 표준형상을 이용하여 Excel 파일이나 화이트 보드에서 수작업으로 배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자동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에는 블록의 3차원 형상 또는 2차원 투영형상뿐

만 아니라 조립계층구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블록에 대하여 3차원 형상과 조립계층구조를 입력받아서 

Base 부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반배치 순서를 결정한 후, 조립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Keywords: Spatial scheduling system (정반배치를 위한 공간일정계획시스템), 3D ship structural model (3D 선체구조모델),

               Block assembly tree (블록조립계층구조), Assembly simulation(조립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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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록 대조립공장(특히, 곡블록 대조립장)의 정반회전율은 도

크회전율과 더불어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중 하

나이다. 기존에는 경험이 많은 현장 작업자가 블록의 2D 도면 또

는 표준형상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배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자동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Park 2001, Koh et. al. 2000, 고시근 등 2007, 

Eum 2008, 엄찬호 등 200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5

년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개발’ 과제를 시작하였고, 그 중 4

세부과제인 ‘블록 물류관제 시뮬레이션분야’에서 대조립장 정반

배치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의 참여조선소인 H중공업에서는 정반배치작업을 현장

작업자가 생산계획부서로부터 2차원 블록생산도면 및 관련정보

를 전달받아서 화이트보드 또는 Excel파일을 이용한 수작업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 본 연

구의 최종목표는 2차원 블록생산도면 대신 생산설계 Tribon 시스

템으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한 3차원 선체구조모델과 조립계층구

조(block assembly tree)를 이용하여 정반배치 작업을 자동화하

는 것이다(Fig. 1 참조).

2차원블록도면2차원블록도면

화이트보드에수작업으로 정반배치
<Excel 파일로 공유>

화이트보드에수작업으로 정반배치
<Excel 파일로공유>

3차원블록모델3차원블록모델

3D 선체모델추출 + 조립계층구조

화이트보드

+ 블록2D 형상

Excel file

�생산도면

�조립순서

� Jig 높이

정반배치 자동화시뮬레이션 시스템정반배치 자동화시뮬레이션 시스템

- 3D 선체모델+계층구조 자동추출

- 3차원 조립시뮬레이션 가능

- 블록의 돌출 내부재 고려가능 (3차원형상)

- 조선소 기간시스템을 통한 배치현황 공유정반배치담당자
수년이상경력의
정반배치담당자

- 블록형상: 2차원직사각형으로 근사

- 블록의 돌출내부재 고려하기 어려움

- 결과 공유 및 배치의 비효율성

Fig. 1  Spatial planning of the block assembly shop : 

As-Is vs. To-Be

이 중 생산설계 Tribon 시스템으로부터 3차원 선체구조모델 

자동추출 및 2차원 투영형상 생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소개한 적

이 있고(조두연 등 2010),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의 블록할당 프

로세스와 및 블록 조립계층구조를 이용한 정반배치 자동화를 위

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대조립장 블록할당 및 정반배치 

자동화 방법론

2.1 대조립장 블록할당 계획수립 현황

H중공업의 대조립장별 블록할당계획은 생산계획 당담자가 일

정계획(대일정, 중일정)을 참조하고 대조립장의 Capa.와 생산부

하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이 단계에서 블록 정보는 주로 중량과 

개략적인 크기만을 고려하며 현실적으로 상세한 정반배치까지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형조선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대조립장이 존재하는

데 각각 크레인의 용량, 정반의 크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중량, 크기가 작은 블록부터 Capa.가 적은 대조립장에 

할당하고, 남는 블록을 보다 큰 대조립장에 초기 할당하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Fig. 2 참조).

대일정 (선표계획)대일정 (선표계획)

중일정 (대블록단위)중일정 (대블록단위)

1 호선 :
S/C K/L

L/C
D/L

1 호선

블록1 :

블록2 :

블록3 :

가공 조립

선행

의장 도장

조립장 A 조립장 B

80ton
150ton

75ton 83ton 65ton

77ton 90ton 78ton 80ton

132ton 155 ton

120ton 110ton
65ton

75ton

조립장별 블록할당

(대블록단위)

조립장별 블록할당

(대블록단위)

기간시스템

중량, 크기

중량, 크기

중량, 크기

Fig. 2  Preliminary block allocation process

블록을 각 조립장에 초기할당한 다음에는 조립장의 생산부하

를 고려한 평준화 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할당계획을 확정해야 한

다. 조립장에 생산부하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거비슷한 선종, 블록에 대한 조립장의 실적데이타를 주로 이용

한다. 

블록A

80 ton

블록B

80 ton

블록1

60 ton

블록2

60 ton

30 30 30 40 40 40 20 20 20 20

290 ton

2/1 3/1

실적데이타: 270 ton <

블록3

60 ton

30 30 30 30 30 30 20 20 20 20

270 ton=

블록3

60 ton

Fig. 3  Load leveling of the block assembly shop

Fig.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블록A, 블록B의 경우 이



미 조립장에 할당되어 있고, 새롭게 블록1, 블록2, 블록3을 초기

할당하였다고 할 때, 각 블록의 중량이 생산기간동안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하여 중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누어 블록의 일별 

평균적인 생산물량을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모두 합하면 조립장

의 월별 생산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290ton). 부하

산출결과가 과거 실적데이타에 근거할 때 해당 조립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적정 물량부하(예를 들어 270ton)보다 큰 경우, 블록

의 조립일정을 조정하거나, 일부 블록을 다른 조립장으로 할당 

또는 외주제작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를 조정하게 된

다.

이러한 블록할당계획은 중일정 계획을 바탕으로 1년 또는 6개

월 단위로 수립하고 매달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월간생산계획

을 수립하여 대조립장 현장으로 전달하게 된다. 대조립장의 현장

작업자는 생산계획 부서로부터 월간생산계획과 블록생산도면 등

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조립장 정반에 배치되는 Base부재 단위의 

2주간 공정표를 작성하게 된다(Fig. 4 참조). 

이 때 비로서 상세한 정반배치를 수행하여 실제작업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블록의 중량 및 크기

 • 조립장의 크레인 용량 및 사각지대

 • 블록이 조립순서 및 계층구조

 • 의장품 탑재를 위해 필요한 공간 등

대일정 (선표계획)대일정 (선표계획) 중일정 (대블록단위)중일정 (대블록단위)

조립장별 블록할당

(대블록단위)

조립장별 블록할당

(대블록단위)
1년 계획1년 계획

6개월 계획6개월 계획

월간 계획월간 계획

2주간 공정표2주간 공정표

� Input : 중일정, 블록물량 정보
� 생산계획부서

� 대블록 단위 할당
� 물량기반 부하평준화가 목표

� Input : 월간계획, BPE도면
�조립장 현장작업자
�BPE기반 Base 부재 단위 공정표
�정반배치를 통한 실제작업가능성 확인

Fig. 4  Progress schedule product milestones

2.2 블록조립순서 및 계층구조를 고려한 정반배치 

계획수립 방법론

대조립장에서 블록 정반배치를 통하여 작업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블록생산도면(H중공업이 경우 BPE도면)

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블록조립순서 및 계층구조, 블록조

립도, 정반에 배치되는 base 부재의 pin jig height 정보 등이다.

Fig. 5는 특정블록의 블록조립순서 및 계층구조를 나타낸 것

으로 각 중조립품의 이름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H중공업

의 경우 대조립장에서 중조립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

반배치시 중조립품의 base 부재까지 고려해야 한다.

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

� 5xx 

:  자동용접(평판 Plate의 Butt 용접)

� 6xx 
: Panel 작업 (Flat/Angle 용접)

� 7xx 

: 곡부 중조립(곡판넬 base 중조립)

� 8xx 

: 평부 중조립(평판넬 base 중조립)

� 9xx 

: 곡부 대조립(곡판넬 base 대조립)

Fig. 5  Block assembly tree

Fig. 5의 블록조립순서 및 계층구조에 의하면 70BS라는 곡부 

중조립품을 완성하기 위한 정반배치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60TT라는 평판 Base부재를 배치한 후 이 위에 turn over 작업을 

거쳐80TT 평부 중조립품을 완성해야 한다. 이 때, 80TT의 Base 

부재인 60TT를 정반에 배치할 때에는 60TT의 형상만 고려해서

는 안되며 70BS의 형상까지 고려한 정반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6 참조). 그 후, 80TT에 60BS 평판을 조립함으로써 81TT 

중조립블록이 완성된다.

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

70BS70BS

80TT80TT

(50TT�)60TT(50TT�)60TT

소조립품소조립품

Fig. 6  80TT assembly process

80DK 곡부중조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0SH 중조립품을 

완성하고 60DK 평판 Base 부재를 배치한 후 이 위에 turn over 

작업을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 기완한 81TT 중조립블록을 Turn 

over 하여 정반에 배치한 후에 이 위에 80DK 블록을 조립하면 

최종적인 대블록이 완성된다(Fig.7참조). 



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블록조립 계층구조 Tree

70SH70SH

81TT81TT

(50DK�)60DK)(50DK�)60DK)

소조립품소조립품
0000

80DK80DK

Fig. 7  Block assembly process

81TT 블록을 정반에 배치할 때 역시 자신의 형상만 고려해서

는 안되며 최종적인 대블록의 형상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블록조립순서 및 계층구조를 고려한 정반배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반배치 대상이 되는 부재는 곡판넬 base 부재, 평판넬 

base 부재, 곡부 중조립블록, 평부 중조립블록 임.

(2) 정반배치를 수행할 때에는 각 부재 또는 중조립블록의 형

상뿐만 아니라, 조립이 완성될 경우의 중조립블록 또는 최종블록

의 형상 및 내부부재를 고려하여 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

치되어야 함. 이 정보는 블록조립계층구조를 통하여 자동으로 파

악이 가능함.

(3) 각 base 부재는 pin jig height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가장 

가까운 jig 위치로 자동으로 배치되는 snap기능을 포함하여야 하

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pin jig height 정보를 자동으로 재계

산할 수도 있음.

(4) Turn over 작업이 필요한 블록은 크레인의 용량, 작업장 

또는 타 부재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함. 현재 블록조립계층구조에는 블록의 T/O 정보가 없는데, 자동

화를 위해서는 향후 포함시켜야 함.

(5) 최종블록을 조립하기 위한 정반배치시에는 크레인의 용량, 

사각지대, 블록반출시 타 블록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2.3 정반배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현황

도출된 정반배치 방법론을 바탕으로 1단계 프로토타입인 3D

선체모델을 이용한 정반배치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Tribon 시스템으로부터 3D선체모델을 추출한 후, 블록

조립순서인 assembly tree 정보를 입력받아서 계층구조대로 선

체모델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base 부재 및 base 

중조립 블록을 추출 및 정반에 배치하는 기능을 구현 중에 있다.

Fig. 8  Spatial planning system prototype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원천기술개발과제의 블록 물류 관제 시뮬

레이션 연구분야 중 ‘대조립장 정반배치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시

스템’ 개발과 관련된 정반배치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현재 대조

립장 블록할당 및 정반배치 계획 수립은 경험과 실적데이타를 이

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3D 

선체모델을 추출하고, 블록조립순서(block assembly tree)를 이

용하여 계층구조화함으로써 이를 정반배치 자동화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정반배치 지원시

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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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조선소의 현업단계에서 위험도 기반 안전설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ule 기

반의 설계에 확률론적 설계방법론을 채택한 위험도 기반의 설계프로세스를 함께 접목하여야 

한다. 위험도 기반 설계는 rule 기반 설계와는 달리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의 안전목

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해양사고 사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사고발생 시나리오

와 사고결과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관리과 매우 중요하여,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기반 선박안전설계시스템 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

양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선박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련 기관에

서 저장 관리하고 있는 선종별/사고별 사고사례 데이터 및 해양사고 시나리오를 분

석하였다. 조사/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IDEF0/UML과 같은 정보모델기법들을 이

용하여 선박안전설계시스템 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Keywords: 위헌도 기반 안전설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시스템설계, 정보모델링기법, 일반배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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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OM data of shipbuilding PLM include hull and outfitting design information (drawings 

and technical documents) more than million per one ship. The design engineer uses and 

refers to the data which include designing ship and similar ship for improvement in design 

quality, so the data is very huge and complicated. If the BOM data structure is set only 

based hull assembly order or outfitting system structure, it is difficult for the designers to 

contact necessary data during their work because various functional design departments 

exist in shipbuilding desig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methods 

that are generated by data, integrated BOM relation and predefined BOM structure by 

functional department (BOM template). These methods provide design information more 

accurate and on time when it is needed to use integrated BOM data of shipbuilding PLM 

fo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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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통합 BOM (Bill 

of Materials)은 선박 제품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PLM의 기

본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통합 BOM은 신규 

호선 및 실적선 BOM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 척의 

통합 BOM은 설계 직능 및 단계의 구분 없이 모든 제품정보 (설

계, 일정, 물량 등)를 저장한다. 조선 설계는 다양한 설계 직능 

(선체, 기장, 선장, 전장, 선실, 도장 등)이 존재하고 다양한 설

계 단계 (기본, 상세, 생산)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대용량의 통합 

BOM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된 

BOM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BOM template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BOM으로부터 각각의 설계자에게 해당되

는 데이터 (설계, 일정, 물량)만을 추출한 후 이를 계층 구조로 

표현하여 제공하는 BOM template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조

선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통합 BOM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연

구하였다. 그리고 통합 BOM으로부터 설계 직능 및 단계별 데이

터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logic)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task 

데이터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생산설계를 예제로 설계 목적

별 BOM view의 계층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BOM 

template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BOM view의 설계 활용 방법

을 설명하고 통합 BOM 데이터 구조 및 task 데이터 구조의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2. 관련 연구 현황 

강금석(1998)은 분산된 BOM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업의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BOM을 지원하는 통합 BOM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부서별 목적에 

맞는 Multiple BOM view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재현(2001)은 통

합 BOM 관리를 위하여 Structure-BOM, Display-BOM, 조직별 

BOM이라는 세 가지 분류 체계를 제안하였고 다양한 부서에 요

구하는 BOM 속성을 저장하는 Structure BOM의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조선 BOM 관련 연구로서 이재범(2009)은 

조선산업에 적용되는 의장 BOM의 특징을 타 산업과 비교를 통

해 분석하여 전사적 통합 BOM인 Enterprise BOM의 구조를 제

안하였으며 조선 의장 BOM의 생성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황범(2010)은 Structure-BOM, Display-BOM 개념을 적용하

여 조선 의장 통합 BOM 프로토타입을 통해 생산 및 구매 관점

에서 설계 단계별 물량 정산 개념을 구현하였다. 이상철(2008)

은 조선 Engineering BOM을 이용한 BOM 편집을 통해 영업 단

계에서 물량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조선 통합 BOM 데이터의 구조 

BOM이란 최종 제품 (product)을 구성하는 부품 (part 또는 

assembly) 사이의 모자 관계, 부품의 소요량, 공정 및 작업 방법 

등을 저장하는 제조 활동의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Eelco A. van 

Veen, 1992). 그리고 통합 BOM이란 일반적인 BOM이 저장하

는 제품정보, 제품정보 사이의 관계, 다양한 제품구조를 비롯하

여 제품의 초기 컨셉 설계 단계부터 설계, 생산, 판매, 유지 보

수까지의 모든 제품정보를 단일화하여 통합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BOM이다. 

즉, 통합 BOM은 각각의 IT 시스템 (CAD, ERP, PLM 등)에서 

생성한 제품정보를 설계, 구매, 생산 계획, 생산 등 다양한 부서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핵심 정보이

다 (강금석, 1998). 따라서 통합 BOM은 다양한 설계 부서의 목

적에 맞는 BOM view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품구조와 제

품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한편, 대량 생산 방식의 일반 제조

업과 주문 생산 방식의 조선산업은 설계 및 생산 방식에서 차이

가 있으므로 일반 제조업에서 사용중인 통합 BOM의 구조와 관

련 기능을 조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김승석, 2010). 

따라서 BOM 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기능 연구에 앞서 조선산업

의 특징을 반영한 BOM 구조 정의가 필요하다. 

 

3.1 조선 통합 BOM의 구성 요소 

 

Fig. 1은 조선 통합 BOM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Components of shipbuilding integrated BOM 

 

BOM은 제품구조와 제품정보로 구성되는데 통합 BOM은 제

품정보 사이의 관계와 사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제품구조를 포함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개념을 조선산업

에 적용시키면 조선 통합 BOM이 가져야 할 제품구조는 

system-based, block-based, zone-based가 있고 이러한 제품

구조에 연결되어야 할 제품정보는 설계정보, 물량정보, 일정정보 

등이 있다. 

제품구조 관점에서 살펴보면 system-based는 선박을 기능 

단위로 분해한 제품구조로서 주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단계에

서 사용된다. 그리고 block-based는 선박을 생산조립순서 기준

으로 분해한 제품구조로서 생산부서에서 사용될 제품정보를 생

성하는 생산설계 단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zone-

based는 선박을 구성하는 부품의 설치위치 기준으로 선박을 분

해한 제품구조로서 설계와 생산의 전 범위에서 사용된다. 

한편, 조선 통합 BOM에서 관리하는 제품정보 중 설계정보는 

2D 도면, 3D 모델, 기술 문서 등이 있다. 그리고 물량정보는 생

산정보가 완성되기 전에 물량을 예측하는 예량 물량 (주요기자

재, 중일정 1차 예량, 중일정 2차 예량)과 생산에서 사용하는 실

물량 (강재, 의장재) 등이 있다 (김진비, 2010). 마지막으로 일정



 

 

정보는 설계자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도면 일정이 저장된 설

계 일정과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는 생산 일정 (중일정 계획) 등

이 있다. 

 

3.2 조선 통합 BOM의 구조적 특징 

 

3.2.1 제품구조의 다양성 

 

Fig. 2 Feature of shipbuilding integrated BOM data –  diversity of product 

structure 

Fig. 2는 일반 제조업과 조선산업의 제품구조의 차이를 설명

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의 제품구조는 최종 제품 (product)이 어

떤 부품 (assembly 또는 part)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표현한다. 이러한 제품구조는 크게 설계, 생산, 구매 부서에

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설계 BOM (E-BOM)은 

제품의 기능 기준으로 구성되고 생산 BOM (M-BOM)은 제품의 

조립 기준으로 구성된다. 

설계 관점에서 보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 기능 기준 제품구조

만 사용하면 되지만 조선산업은 시스템, 블록, 구획 기준 제품구

조를 모두 사용한다. 예를 들어 ballast system의 의장품에 대하

여 의장 생산설계자 또는 생산 담당자는 의장품이 어떤 블록에 

설치되는지 관심이 있으므로 블록 기준 제품구조로 표현이 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의장품이 선행 의장 단계가 아닌 

후행 의장 단계에서 설치가 된다면 의장품은 구획 기준 제품구

조로 표현이 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 및 상세설계 단

계에서는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단위로 의장 설계를 수

행하기 때문에 설계자에게는 의장품을 시스템 기준 제품구조로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조선산업은 설계 단계별 요구하는 제품구조가 다양하

므로 조선 통합 BOM의 데이터 구조는 시스템, 블록, 구획 기준 

제품구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도록 요구된다. 

 

3.2.2 설계 단계별 제품정보 연결 

 

조선 설계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단계가 존재한다. 

하나의 설계 대상을 세 단계에 걸쳐 설계를 하게 되면 각 단계 

마다 생성되는 설계 결과물을 서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 설계 결

과물은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대상을 설계를 하였으므로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allast system의 생산설계 담당자는 ballast 

system의 기본도, 상세도, specification 등을 설계 참조용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상세설계 담당자는 ballast system의 기본도, 

specification 등을 참조한다. 즉, 후행 설계자는 선행 설계의 결

과물을 참조하므로 통합 BOM은 각 설계 단계 마다 생성된 설계 

결과물 사이의 관계를 저장하고 있다가 설계자가 선행 설계정보

를 추출하고자 할 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3.3 데이터베이스 구조 

 

Fig. 3은 조선 통합 BO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table은 조선 설계에서 사용하는 제

품구조와 제품정보로 구성한다. 또한, table 사이의 관계는 조선 

설계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설계 단계별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여 

정의한다. 특히, 조선 통합 BOM의 구조적 특징 (제품구조의 다

양성, 설계 단계별 제품정보 연결)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품구조 

table은 system, block, zone table로 구성하고 제품정보 table은 

제품구조 관련 table을 중심으로 설계 단계별 제품정보가 연결되

게 배치한다. 

 

Fig. 3 Database structure of shipbuilding integrated BOM 

 

제품구조 table과 제품정보 table 사이의 관계를 예를 들면, 

zone table은 시스템을 설명하는 specification, 의장 상세도, 선

체 상세도와 관계를 맺는다. 의장 상세도 및 선체 상세도는 

zone 단위로 설계가 되고 specification 중 hull part 부분은 

zone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정보는 zone 

table과 관계가 있다. 

한편 제품정보 table 사이의 관계는 제품구조 table을 중심으

로 연결한다. 예를 들면, system table을 중심으로 기본설계 단

계에서 생성되는 specification과 상세설계 단계에서 생성되는 

의장 상세도와 생산설계 단계에서 생성되는 의장 생산도는 연결

이 된다. 특히, 의장 생산도는 기본, 상세설계 단계에서 생성되

는 제품정보와 연결이 되기 위하여 특정 system과 연결이 되어

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block과 연결이 되어야 하므로 system 

table, block table 모두와 관계를 맺는다. 

 

4. Task 데이터의 구조 



 

 

조선 설계 프로세스는 선주의 요구 사항에 의해 설계가 시작

되며 동시공학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생산 부서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물량정보 완성 전에 구매 발

주가 시작된다. 또한, 동일한 프로젝트에 선체, 의장을 구분하여 

여러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따라서, 조선소

는 설계 및 생산에서 사용하는 BOM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설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자가 단일 데이터에 접근하여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즉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설계정보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설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주요 조선소는 PLM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일부 조선소

는 PLM을 개발 완료한 상태에 있다. 조선 PLM이 도입이 되면 

설계자는 설계 업무를 PLM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생성된 

제품정보는 PLM에 저장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통합 BOM 형태

로 관리된다. 

조선 PLM의 통합 BOM은 설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설계정보

를 저장하여 통합 관리하는 동시에 다양한 설계 직능을 수행하

는 설계자에게 설계 목적에 맞는 BOM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설계자가 방대한 양의 통합 BOM 데이터에 접근할 때 접근 

효율성을 높여 준다. 

BOM 데이터 제공 관점에서 보면 조선 통합 BOM 데이터베

이스에서 설계 목적에 맞는 BOM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 BOM 데이터 추출 논리’ 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설

계 업무를 상세히 기술하는 데이터, 즉, task 데이터를 정의하여 

추출 논리로 활용한다 

 

4.1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보의 개념 

 

 

Fig. 4 Relationship between task and integrated BOM data 

Fig. 4는 task 데이터와 BOM 데이터의 관계를 이용해 데이터

를 추출하여 설계 목적별 BOM view를 구성하는 개념을 설명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OM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합 BOM 데이터베

이스와 task 데이터를 저장하는 task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정보, 

물량정보, 일정정보가 통합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

계되어 있지만 특정 업무에 대한 ‘ BOM 데이터 관계 정보’ 를 

저장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 BOM 데이터 관계 정보’ 란 

특정 BOM 데이터가 다른 BOM 데이터와 관계를 맺어 하나의 

BOM 데이터를 통해 연결된 다른 BOM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

게 하는 관계 정보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없는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보를 task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여 설계 목적별 BOM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즉, 

task 데이터에는 통합 BOM 내부에 정의 되지 않은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task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BOM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BOM 데이터는 BOM template을 통해 구조화 되어 설계자에게 

BOM view 형태로 제공된다. 

 

4.2 Task 데이터의 구조 

 

Task 데이터는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로서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은 데이터 구조를 제안한

다. 

 

Fig. 5 ERD (Entities Relationship Diagram) of task database 

 

Task 데이터는 통합 BOM과 동일하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로 설계하고 설계 목적별 BOM view가 가능하도록 설계 업무의 

입력 (input)과 출력 (output)을 명확히 저장할 수 있게 설계한다. 

Task 데이터베이스는 6개의 table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ask의 

기본 정보를 정의하는 table을 중심으로 task의 상세 속성을 정

의하는 5개의 table이 관계를 맺는다. 

Task table는 task (설계 업무)의 시작일/종료일, 설계 직능, 

설계 단계, 설계 구획, 설계 대상 등 task의 기본 정보를 저장한

다. 그리고 관련 블록 table과 관련 시스템 table은 설계 대상과 

인접하거나 통과하는 시스템 또는 블록을 저장한다. Task 산출

물 table은 설계 결과물 (도면, 문서 등)을 저장하며 배포 부서 

table은 task 산출물이 전달될 부서를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Task 할당 설계자 table은 task를 수행할 설계자의 기본 정보를 



 

 

저장하는 table이다. 이는 설계자가 통합 BOM 시스템에 접속하

여 task에 대한 to-do list를 보여줄 때 사용된다. 

 

5. BOM Template의 구현 

 

5.1 목적별 BOM view의 개념 

 

기업 내의 한 제품에 대한 BOM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다른 형태의 BOM을 BOM의 

view라고 한다 (강금석, 1998). 즉, BOM view는 통합 BOM 데

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구조로 표현하되 관심 제품

정보만 추출한 결과이다. 

Table 1은 조선산업에서 요구하는 목적별 BOM view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Business BOM은 

영업 부서에서 사용하며 영업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및 자재 견

적가 산출을 위하여 구성하는 BOM view이다. 그리고 Cutting 

BOM과 Assembly BOM은 생산 부서에서 사용되며 생산 부서에

서 요구하는 제품구조 (절단 기준, 조립 기준)로 표현되는 BOM 

view이다. 이렇듯 조선산업에서는 BOM을 사용하는 부서의 특징

에 맞는 다양한 목적별 BOM view가 요구된다. 

 

Table 1 Features and types of BOM view in shipbuilding industry 

 
 

한편,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설계 목적별 BOM은 

상선을 기준으로 과거 유사선을 기반으로 생성된 통합 BOM으

로부터 설계 목적에 맞게 설계 업무에 필요한 BOM 데이터만 추

출하여 구성한 BOM view다. 즉, 설계 목적별 BOM view를 통합 

BOM 시스템에 적용하면 설계자 마다 다를 형태의 BOM view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를 참조하여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5.2 선체 생산설계자를 위한 BOM View의 설계 

 

생산설계 단계에서 사용되는 BOM view는 기본적으로 선체, 

의장 구분 없이 zone 및 block 기준으로 제품구조를 표현한다. 

생산설계는 생산 부서에서 사용되는 생산도를 작성하는 설계 단

계이므로 실제 block의 조립 기준으로 제품구조가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단계의 설계 결과물을 BOM view를 표현할 

때에는 시스템 기준 제품구조도 사용한다.  

BOM node에 표현되는 제품정보 중에서 설계정보는 선행 설

계 단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에서 작성한 신규 호선의 기본도, 

선체 상세도, 유사선의 선체 생산도, 의장 생산도 등이 있고 물

량정보는 유사선의 생산작업 지시용 물량이 있다. 또한, 일정정

보는 생산설계 일정과 생산계획 일정 등이 있다.  

생산설계자는 선체의 경우 선체 관련 기본도, 상세도, 유사선

의 선체 생산도를 참조하여 설계를 수행하며 의장의 경우 의장 

관련 기본도, 상세도, 실적선의 의장 생산도를 참조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물량정보는 유사선의 생산작업 지시용 물량정보를 신

규 호선에 맞게 수정하여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게 하며 추가 구

매가 필요한 경우 구매 발주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계 

결과물은 통합 BOM에 등록하여 생산 부서 및 구매 부서가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Fig. 6은 E21블록의 선체 생산설계를 예를 들어 task 데이터

에 의해 BOM 데이터 (의장 상세도)를 추출하는 방법을 표현하

고 있다. Task 데이터의 Related System table에는 task의 관련 

시스템이 저장되어 있다. E21 블록의 경우 블록을 관통하는 시

스템은 COOLING WATER SYSTEM, FUEL OIL SYSTEM, 

LUBRICATION OIL SYSTEM 등이 있다 (Fig. 6 - ①). 

 

 

Fig. 6 Extraction of outfitting detailed drawings through task data 

 

Related System table에 정의된 관련 시스템의 코드를 이용하

여 통합 BOM 데이터에 저장된 해당 시스템에 접근한다 (Fig. 6 

- ②). 통합 BOM의 의장 상세도 table은 시스템 코드를 저장하

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 시스템 코드와 관련 시스템의 코드가 동

일한 의장 상세도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추출된 의장 상세도를 표현하는 BOM view는 시스템 기준 제

품구조로 표현된다(Fig. 6 - ③). Project명인 2010이라는 BOM 

node 하위에 SYSTEM이 연결되고 SYSTEM 하위에 SYSTEM 

분류를 표현하는 MAIN MACHINERY라는 BOM node가 연결된

다. 그리고 MAIN MACHINERY 하위에 AUXILIARY EQUIPMENT 

& PIPING SYSTEM이라는 BOM node가 연결되고 그 하위에 실

제 시스템인 COOLING WATER SYSTEM, FUEL OIL SYSTEM, 

LUBRICATION OIL SYSTEM이 연결된다. 이러한 실제 시스템 

하위에는 task 데이터에 의해 추출된 의장 상세도가 각각 연결

된다. 

선체 생산설계자는 시스템 기준 제품구조로 표현된 BOM 

view를 통해 의장 상세도가 어떤 시스템 분류의 하위의 시스템 

배치도인지 확인하고 실제 상세도를 열어봄으로써 E21 블록과 



 

 

인접 블록을 통과하는 시스템 배치를 확인하면서 설계 참조용으

로 활용한다. 

 

5.3 선체 생산설계자를 위한 BOM template 응용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구현 

 

BOM template 응용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환경에서 C#으로 구현하였으며 통합 BOM 

데이터와 task 데이터는 Microsoft SQL Server 2008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BOM view 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

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응용프로그램에서 Windows Form의 

control을 통해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query문을 통해 데이터베이

스 내의 BOM 데이터를 제어하게 된다. 

 

 

Fig. 7 Structure of BOM template application 

 

Fig. 7은 BOM view 응용프로그램 프로토타입에서 구현한 주

요 Windows Form과 Clas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Program Class를 시작점으로 하

여 Login Form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 받아 세 가지 Main 

Form 중 어느 Form을 실행 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Fig. 7 - ①). 

Main Form은 선체 생산설계자가 사용하는 MainForm_HHM

과 의장 생산설계 중 기장배관 직능의 설계자가 사용하는 

MainForm_MPM과 task 관리 및 파일 관리자가 사용하는 

MainForm_Manager로 구성한다 (Fig. 7 - ②).  

파일 관리자는 도면 및 문서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할 때 

InsertDwg Form을 사용하며 실제 파일 업로드 규칙은 

LargeObjectBinary Class에 정의된다 (Fig. 7 - ③). 

Task 관리자는 task의 기본 정보를 정의할 때 DefineTask 

Form을 통해 task 기본 정보를 정의하고 상세속성은 

TaskAttribute Form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Fig. 7 - ④). 또한, 

task의 상세 속성에서 관련 블록을 선택할 때에는 BlockDivision 

Form을 사용한다. 

BOM template 중 BOM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은 설계 직능

별로 선체 생산설계는 BOMTemplate_HHM Class에 의장 생산

설계 (기장배관)은 BOMTemplate_MPM Class에 각각 구현한다. 

그리고 추출된 BOM 데이터 를 MainForm의 Treeview Control를 

통해 가시화하는 기능은 ShowTreeView Class에 구현하여 

BOMTemplate_HHM Class, BOMTemplate_MPM Class가 공통

으로 사용하게 구성한다 (Fig. 7 -  ⑤). 

마지막으로 task 산출물 배포 또는 등록을 위한 Windows 

Form과 workflow를 가시화는 Form 등은 선체와 의장을 구분하

여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Fig. 7 - ⑥, ⑦). 

 

 

Fig. 8 Result of BOM template for E21 block hull manufacturing design 

Fig. 8은 BOM view 설계를 기반으로 BOM template을 구현

한 결과의 예이다. 이러한 BOM view는 BOM view 응용프로그램

의 BOM view를 구성하기 위한 제품구조 table을 생성하는 BOM 

template 클래스와 생성된 제품구조 table을 BOM view 응용프

로그램의 treeview control에 표현하게 하는 ShowTreeView 클래

스에 의해 생성된다. 

E21를 대상으로 선체 생산설계를 수행하는 설계자는 BOM 

template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to-do 

list에서 해당 업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BOM view를 제공받게 

된다. 설계자는 BOM view에서 제공하는 관련 BOM 데이터를 

이용해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 결과물은 다시 통합 BOM에 

등록한다. 

 

 

Fig. 9 Use of shipbuilding integrated BOM 

 

Fig. 9는 설계자 중심의 조선 통합 BOM 활용 시나리오에 대

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나리오에서 통합 BOM 시스템은 크게 

BOM template와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 task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고 설계 부서, 구매 부서, 생산 부서, task 관리자가 여섯 

가지 단계에서 참여하면서 통합 BOM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

로 한다. 

 Task 관리자는 task 데이터 생성 절차에 따라 설계 task 정

보를 생성한 후 task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Step ①).  

설계자는 BOM template 응용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여 자신에

게 할당된 설계 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to-do list를 확인한다. 

to-do list는 task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task 데이터로부터 추

출되어 보여진다 (Step ②).  

설계자가 to-do list를 확인한 후 자신이 수행할 업무를 선택

하면 BOM template 응용프로그램은 설계자에게 설계 목적에 맞

는 BOM view를 제공한다. 여기서 BOM view는 BOM template 

기능을 통해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BOM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여진다. 설계자는 BOM view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

는 BOM 데이터를 local PC에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BOM 데이

터만 수집한다 (Step ③). 

BOM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설계자는 수집된 BOM 데이터를 

참조하고 CAD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Step ④). 

설계가 종료되면 설계자는 설계 결과물 (task 산출물)을 BOM 

view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Step ⑤).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에 task 산출물이 등록이 되면 task 

데이터에 정의된 배포 부서에 의해 task 산출물이 필요로 하는 

부서 (설계, 생산, 구매 등)으로 전송된다 (Step ⑥).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가 조선 PLM의 통합 BOM 데이터를 효

과적으로 활용 수 있도록 BOM template 기능 구현에 업무 기반 

BOM 관계 정보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생산

설계를 예제로 설계 목적별 BOM view를 생성하였다. 

우선, 조선 설계에서 생성되는 제품정보를 통합 저장할 수 있

도록 조선 통합 BOM 데이터의 구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조선산업에서 요구하는 제품구조와 제품정보를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구조와 제품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할 수 있

도록 조선 통합 BOM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통합 BOM에서 설계 목적에 맞는 BOM 데이터만 추

출하기 위해 task 데이터를 정의하였고 이를 BOM template의 

BOM 데이터 추출 논리로 활용하였다. 즉, task 데이터는 설계 

업무를 상세히 기술하는 정보와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

보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또한, 업무 기반 

BOM 데이터 관계 정보가 저장된 task 데이터를 활용하여 BOM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BOM 데

이터를 구조화하는 설계 목적별 BOM view를 설계하였다. 또한, 

선체 생산설계를 예제로 BOM 사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BOM 

view 응용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

계자가 설계 목적별 BOM view를 사용하였을 때의 유용성을 검

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업무 기반 BOM 관계 정보를 적

용하면 설계자는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및 참조 데이터를 별도

의 검색이 없이 누락 없는 BOM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 공수 및 설계 오류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통합 BOM 시스템 측면에서는 업무 기반 BOM 관계 정보

가 BOM 데이터 추출 논리를 제공하므로 BOM template 기능 

개발에 용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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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선실은 선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선내 공간으로, 선주와의 협의에서 

설계결과가 심미적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선실 인테리어 설계 

프로세스와 협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현재 프로세스의 문제점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과 선실 설계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조선 PLM 과 연계된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을 개발 하기 위한 요구 

기능을도출하였다. 도출된 요구 기능을 공개용 그래픽 엔진인 OGRE 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선실 인테리어에 소요되는 공수 감소, 프로세스의 

개선, 선주 신뢰도 향상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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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에서 선실은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선원들은 항해 

중 대부분을 선실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선실의 인테리어는 

선주의 선박에 대한 만족도에 다른 요소보다 크게 작용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선실 인테리어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김성식 등, 

2006). 또한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상선에 비해 해양 구조물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해양구조물의 선실 설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

다(박승균, 2008). 하지만 현재 국내외 조선소의 대 선주 인테리

어 협의 프로세스로는 선주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현실감 있는 선주와의 인테리어 

협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선소의 선실설계 부서로

부터 필요한 요구기능을 도출하고 요소기술을 구현하여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였다. 

 

2. 선실 인테리어 협의 프로세스 

2.1. 선실 인테리어 협의 

 

선실 인테리어 협의는조선소의 영업 부서와 선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의장 설계 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선실 

인테리어 협의 과정에서 벽이나 바닥, 천정의 색상, 문양, 재질 

등을 협의한다. 또한 선실에 비치되는 가구의 수량, 모양, 색상 

등도 협의의 대상이다. 

선실 인테리어 협의에서는 Fig. 1 이나 Fig. 2 와 같은 3D 

렌더링 결과물을 출력하여 사용한다(신흥ENG, 2011). 선실설계 

부서에서는 정기적(보통 1 년에 1 회)으로 색상 조합 중 

대표적인 것을 컬러 스킴(color scheme)으로 선정하여, 이 컬러 

스킴을 3D 모델에 적용한다. 이를 렌더링하여 그림 파일이나 

출력물을 생성하여 영업 부서에 제공한다. 

 

 

 
Fig. 13D rendering output - Cabin 

 

 
Fig. 2 3D rendering output – Lounge 

 

2.2. 현재의 프로세스 

현재 조선소의 선실 인테리어 협의 프로세스는 Fig. 3 과 

같다. 먼저 의장 설계 부서에서 조선 CAD(예: AVEVA Marine)를 

이용하여 선실을 모델링 한다(Fig. 3 의 ①). 이 때 설계된 선실 

모델에는 기하학적인 정보와 생산을 위한 정보가 있을 뿐, 

구체적인 색상이나 재질 정보는 없는 상태이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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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Cabin interior consultation process (As-is) 

 

 
Fig. 4 Shipbuilding CAD model of cabin 

 

 



 

 

 

선주와의 선실 인테리어 협의를 위해서는 이 조선 CAD 

모델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예: 

Autodesk 3ds Max)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델을 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Fig. 3 의 ②, Fig. 5). 이 때 조선 CAD 와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사이의 모델 교환이 용이하지 않아서 모델의 

상세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선 CAD 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조선 CAD 의 선실 모델을 참고하여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모델을 다시 모델링하고, 모델에 

보다사실감을 주기 위하여 실감모델링(Immersive modeling,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완제품 형태와 동일한 사실감을 부여하는 

설계/모델링)을 수행한다. 

 

 
Fig. 5 3D graphic software model of cabin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선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장면을 선정하여 렌더링을 수행한다(Fig. 3 의 ③, Fig. 6). 

렌더링은 2 차원 화상(예: 컴퓨터의 모니터, 출력물)에 

광원·위치·색상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사실감을 극대화 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레이트레이싱(raytracing)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레이트레이싱 방법은 광선의 굴절·반사 등을 

계산하여 광선이 시작된 조명에 이를 때까지의 경로를 

역추적하여 각각의 화소(pixel)의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이다(Glassner, 1989). 렌더링 된 출력물은 영업 부서로 

전달되어 선주와의 협의에 사용된다(Fig. 3 의 ④). 

 

 
Fig. 6 Rendering image of cabin 

 

한편 선주와의 협의 과정은 일회의 미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차례의 재협의/수정 과정을 거친다. 선실 인테리어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영업 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을 의장 

설계 부서에 알리고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Fig. 7 의 ①). 의장 

설계 부서에서는 수정사항을 조선 CAD 와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모델에 반영한다(Fig. 7 의 ②와 ③). 또한 

선주와의 협의에서 사용할 목적의 출력물을 수 시간의 렌더링을 

거쳐 산출한다(Fig. 7 의 ④). 영업 부서에서는 이 출력물을 

제공받아 선주와 선실 인테리어에 대한 재협의를 한다(Fig. 7의 

⑤와 ⑥). 선주가 최종 승인을 할 때까지 Fig. 7 의 ①에서 

⑥까지의 과정이 반복되며, 선주 승인을 받은 후에는 선급에도 

출력물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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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Cabin interior reconsultation process (As-is) 

 

2.3. 현재의 프로세스 문제점 

 

현재 선실 인테리어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CAD 의 모델이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모델과 

호환이 되지 않음(Fig. 3 의 ①�②), 

2)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모델의 렌더링에 수시간이 

소요됨(Fig. 3 의 ②�③), 

3) 선주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모델의 수정이 요청 시(Fig. 

7의 ①) 조선 CAD와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모델을 

각각 따로 수정해야 함(Fig. 7의 ②, ③), 

4) 위 3)과정이 끝난 후 이를 재 렌더링(Fig. 7의 ④) 하는 

과정에 수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재협의가 불가능함.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현재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 차원 가상현실을 이용한 선박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이하 CCS, Cyber Color Scheme)을 개발하였다. 

모듈의 자세한 기능은 3 장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에서 

소개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이 모듈의 적용으로 개선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하겠다. 

 

2.4. 개선된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선박 선실 인테리어 모듈인 CCS의 큰 특



 

 

 

징은 다음과 같다. 

 

1)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과의 연동, 

2) 선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walk-through 기능을 이용한 3

차원 프레젠테이션 가능, 

3) 선주와의 협의하는 현장에서 모델의 수정 가능, 

 

이 모듈의 개발로 선실 인테리어 협의 프로세스는Fig. 8과 같

이 변경 된다. 우선 조선 CAD를 이용한 선실 설계 모델링 과정

(Fig. 8의 ①)은 기존의 프로세스(Fig. 3의 ①)와 다르지 않다. 하

지만 기하 모델의 재 모델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선 

CAD에서의 모델링 품질을 기존 보다 향상 시킬 필요는 있다. 

조선 CAD 모델은 조선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으로 이관되는데 이 과정을 publishing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의 경량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조선 CAD인 

AVEVA Marine에서는 rvm(binary file) 또는 rvt(ascii file) 포맷으

로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를 PLM인 SIEMENS Teamcenter에 이

관할 경우 JT 포맷으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조선 PLM의 기하 모델은 CCS로 입력되며, 의장 설계자는 기

하모델에 실감모델링을 수행하여 CCS의 선실 모델링을 완료한

다. 이 모델은 영업 부서로 전달되어 영업 부서의 선주 협의에 

사용된다. CCS는 기본적으로는 조선 PLM의 한 모듈로서 사용

되지만, 선주와 협의할 때에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

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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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Cabin interior consultation process 

 

협의 과정에서 그림 파일이나 출력물이 아닌 선실 설계 모델 

자체를 사용하여 사실감 있는 3차원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선주와 보다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또한 현장

에서 선주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벽이나 바닥, 천정의 색상이나 재질을 변경하기 원하

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가구의 종류, 위치, 수

량 등도 변경 가능하다. 

더욱이 CCS는 현장에서의 수정사항을 자동으로 조선 PLM 

시스템에 feedback 하는 기능이 있다. 즉, 영업 부서에서 현장 

수정한 내용을 따로 작성하여 의장 설계 부서에 업무협조를 요

청하는 것이 아니라, CCS에서 업무협조전(engineering change 

request)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것이다. 

 

3.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3.1. 개발 환경 

 

본 논문의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인 CCS 가 사용될 

조선소의 CAD, PLM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조선 CAD 시스템: AVEVA Marine v12 (Customized), 

- 조선 PLM 시스템: SIEMENS Teamcenter (Customized), 

-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Autodesk 3ds Max. 

CCS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 Operating system: Microsoft Windows XP, 

- Development tool: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 External library: MFC, Ogre 3D, JT Open toolkit 

 

3.2. 요구기능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의 개발에 앞서, 조선소의 의장 

설계 부서로부터 요구기능을 도출하였다. 도출 결과 Fig. 9 와 

같이 크게 4 가지 기능이 요구되었다.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1) PLM interface 기능

1-1) Model interface 기능

1-2) Feedback reporting 기능

2) 실감 모델링 기능

2-1) 선실 정보 입력기능

2-2) 선실 정보 변경 기능

3) 가시화 기능

3-1) 3차원 프레젠테이션 기능

3-2) 출력물 생성 기능

4) 부가기능

4-1) Library 관리 기능

4-2) 단위 선실
물량/견적 산출 기능

 
Fig. 9Required functions for cabin interior consultation module 

 

각 기능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LM interface 기능: 설계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PLM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CCS가 PLM 시스템과 별도로 운용된다면, 

업무 관리가 용이 하지 않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CCS 는 PLM 시스템과 연계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model interface 기능과 feedback 

reporting 기능이 필요하다. 

1-1) Model interface 기능: 선실의 기하 모델은 조선 

CAD 에서 최초로 모델링 되며, 조선 PLM 으로 

publishing 된다. CCS 에서는 조선 PLM 의 선실 기하 

모델을 별도의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 한 

모델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1-2) Feedback reporting 기능: CCS 에서 작업한 

내용이나, 영업 부서가 선주 협의 과정에서 현장 

수정한 내용은 별도의 부가적인 노력 없이 PLM 으로 

feedback 되어야 한다. 

2) 실감 모델링 기능: 조선 PLM 의 선실 기하 모델에 보다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감 모델링 기능이 

필요하다. 실감 모델링에서는 texture, 광원, 재질의 

입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한번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하 모델의 

일부 수정도 지원해야 한다. 

2-1) 선실 정보 입력 기능: 기하모델에 texture, 광원, 

재질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선실 정보 변경 기능: 입력한 texture, 광원, 재질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가시화 기능: 실감 모델링의 결과물은 모델이다. 이를 

선주와의 협의 및 선급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화면상에 3 차원으로 가시화 

하거나, 2 차원 출력물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3-1) 3 차원 프레젠테이션 기능: 구성된 가상 환경을 

3 차원으로 렌더링 하여 가시화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 출력물 생성 기능: 선주와의 협의 완료 후 선주와 

선급에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노력 없이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물은 A4 용지에 

출력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jpg/png 포맷을 

지원해야 한다. 

4) 부가 기능: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능은 texture/재질에 대한 

library 관리 기능과, 단위 선실/물량 견적 산출 

기능이다. 

4-1) Library 관리 기능: 대부분의 선박에 걸쳐 

공통으로 사용되는 texture/재질에 대해서는 공통 

library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각 선박에 특별히 사용된 

texture/재질은 그 선박 고유의 library로 관리한다. 

4-2) 단위 선실 물량/견적 산출 기능: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에서 해당 선실에 대한 협의가 진행 됨에 

따라, 그 선실에 필요한 자재 물량과 견적을 산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3.3. 프로토타입 구현 

 

본 논문에서는 3.2 절에 정리된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의 

요구기능을 만족하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Fig. 10 은 

CCS 와 조선 PLM 이 어떠한 정보를 주고 받는지를 나타낸다. 

조선 PLM 은 CCS에 JT format 으로 된 기하 모델을 전달하고, 

반대로 CCS로부터 CCS 자체 포맷의 실감모델과 업무협조전을 

전달받는다.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기하모델
(JT format)

-실감모델
(CCS format)

-업무협조전
(ECR, Engineering Change Request)

 

Fig. 10 Input/output of CCS 

 

3.2 절의 요구기능은 다음과 같이 프로토타입을 통해 

구현되었다. 

1) PLM interface 기능 

1-1) Model interface 기능: 조선 PLM(SIEMENS 

Teamcenter)의 JT 포맷 모델을 사용하기 위하여, JT 

포맷의 파일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SIEMENS 사의 JT Open Toolkit library를 사용하였다. 

Fig. 11 은 JT 포맷의 파일을 렌더링 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하 모델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상이 없는 회색을 띄고 있다. 

 

 
Fig. 11 Rendering of JT format file 

 

1-2) Feedback reporting 기능: CCS에서는 선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사용자가 mark-up 한 

항목을 Fig. 12 의 우측 하단과 같이 Microsoft Excel 

파일로 자동 생성한다. 생성된 파일은 영업설계 

부서에서 확인 후, 선실설계 부서에 자동으로 

업무협조전으로 발행된다. 선실설계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선실 설계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기하모델
(JT format)

-실감모델
(CCS format)

-업무협조전
(ECR, Engineering Change 
Request)

서랍장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할 것 

업무협조전
자동 등록

CCS

(Cyber Color Scheme)

Microsoft Excel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Fig. 12Feedback reporting 

 

2) 실감 모델링 기능: 실감 모델링 기능에는 선실 정보 

입력 기능과 변경 기능이 있다. Fig. 13 은 texture 와 

재질을 입력하여 렌더링 한 예시이며, Fig. 14 는 

입력된 선실 정보 중 위치나 texture, 광원을 변경한 

것이다. 

 

 
Fig. 13Rendering of immers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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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Modification of immersive model 

 

3) 가시화 기능 

3-1) 3 차원 프레젠테이션 기능: CCS 에서는 

Direct3D 와 OpenGL 을 지원하는 공개용 그래픽 

엔진인 OGRE(Object-Oriented Graphics Rendering 

Engine)를 렌더러(renderer)로 이용한다. 따라서 실시간 

렌더링을 지원하여 카메라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실감 모델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deck-view’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작동되면, 해당 deck 의 

천정(ceiling)을 보이지 않도록 하고 카메라의 시점을 약 

한 deck 정도 위로 이동한다. 이를 통해 해당 deck 의 

전체적인 선실 모습을 검토할 수 있다. 

3-2) 출력물 생성 기능: CCS 에서는 두 가지 출력물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하나는 OGRE 를 이용하여 

렌더링한 화면을 고해상도로 캡쳐하여 이를 

그림파일(jpg/png format)으로 저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별도의 2D 전용 외부 렌더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부 렌더러로는 Bunkspeed 사의 

Bunkspeed Shot 을 이용하였다. 먼저 CCS 포맷을 

Bunkspeed Shot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립 파일 

포맷으로 자동 변환하고, 이를 Bunkspeed Shot 에서 

불러들였다. Fig. 15 는 Bunkspeed Shot 에서 렌더링 

한 예시이다. 사용된 PC 는 AMD Phenom II X6 1055T 

CPU 를 장착하였으며, 총 렌더링 시간은 10 분이다. 

Bunkspeed 의 경우 GPU(Graphic Process Unit)도 

지원하기 때문에, NVIDIA 의 SLI(Scalable Link 

Interface)나, AMD 의 CrossFIre 와 같이 GPU 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면 속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Fig. 15 Rendering of immersive model– 2D renderer Bunkspeed Shot 

 

4) 부가기능 

4-1) Library 관리 기능: Library 관리 기능은 공통 

library 와호선 library 로 나누어서 texture 와 재질, 또는 필요한 

일부 형상 모델을 관리하는 기능이다. Fig. 16 과 같이 texture 

파일은 스캐너를 통해 물체를 스캔 하여 library 에 입력된다. 

형상 모델은 SIEMENS Teamcenter 로부터 JT 포맷의 파일을, 

Autodesk 3ds Max 를 통해 Max 포맷의 파일을 입력 받는다. 

재질 정보는 재질에 대한 속성을 별도의 ascii 파일로 관리한다.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호선/공통 Library

Texture file

library

재질 정보
library

형상 모델

library - JT
형상 모델

library - Max

AVEVA Marine

SIMENS Teamcenter Autodesk 3ds Max

Scan

 
Fig. 16 Library management 

 

4-2) 단위 선실 물량/견적 산출 기능: 단위 선실의 물량 및 

견적을 산출하는 기능은 요구 기능으로 분석 되었으나,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에서 개발 기간 및 비용의 제한으로 개발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각 모델의 물량정보와 

단가를 속성으로 입력하여 library로 관리하고, 이를 선실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현 가능할 것이라 본다. 

 

 

 

 

3.4. 프로토타입의 선실 설계 및 협의에의 적용 

본 절에서는 CCS 의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의장 설계에서 

기하 모델로부터 실감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영업 부서에서 

선주와의 협의에 이용하는 과정과, 선주 협의 후 다시 조선 

PLM 에 feedback 하는 적용 예시를 기술한다. 전체 과정을 

선주 협의 전, 협의 과정, 협의 후 세 단계로 나누었다. 

1) 선주 협의 전: 조선 CAD(AVEVA Marine)의 모델을 

조선 PLM(SIEMENS Teamcenter)으로 publishing 

한다(Fig. 17 의 ①). 조선 PLM 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deck/선실을 선택하고 CCS를 호출한다(Fig. 17의 ②). 

CCS 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deck/선실에 대하여 

texture/재질/광원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실감 

모델링이 완료된다(Fig. 17 의 ③). 의장 설계 

부서에서는 이 실감 모델을 이용하여 선주와 협의 

한다(Fig. 17의 ④). 

 

조선 CAD

(AVEVA Marine)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선주

1
Publishing

(RVT, RVM � JT)

2
작업영역선택
/CCS 호출

3 Texture

/재질/광원 입력

4 선주 협의

 
Fig. 17Cabin interior consultation process (1/3) 

 

2) 선주 협의 과정: 선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선실의 사각테이블을 원형테이블로 변경할 것을 요구 

받았다 가정하자. 협의 장소의 장비에 해당 모델이 

있다면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Fig. 18 의 ⑥과 ⑦). 

하지만 현장에 해당 모델이 없다면 변경 요청 사항을 

테이블에 mark-up 한다. 

 



 

 

 

조선 CAD

(AVEVA Marine)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선주

6 모델 수정 및 Log 파일 생성

(ex. 사각테이블�원형테이블)

5 모델 수정 요구

(ex. 사각테이블�원형테이블)

7선주 확인 요청/확인

 

Fig. 18Cabin interior consultation process (2/3) 

 

3) 선주 협의 후: 영업 부서에서 선주 협의를 완료 하면 

관련 파일(CCS file, log file)을 조선 PLM 에 업로드 

한다(Fig. 19 의 ⑧). 또한 CCS 의 업무협조전 발행 

기능을 사용하여 의장 설계 부서에 자동으로 변경 

사항을 공지한다(Fig. 19 의 ⑨). 의장 설계 부서의 

담당자는 조선 CAD 에서 기존의 사각 테이블을 원형 

테이블로 수정한다(Fig. 19 의 ⑩). 조선 CAD 에서는 

이를 다시 조선 PLM 으로 republishing 하고(Fig. 19의 

⑪), CCS에서 실감 모델로 변경한 후(Fig. 19의 ⑫와 

⑬) 이를 다시 조선 PLM 에 업데이트 한다(Fig. 19 의 

⑭). 

조선 CAD
(AVEVA Marine)

조선 PLM
(SIEMENS Teamcenter)

선실인테리어협의 모듈
(CCS, Cyber Color Scheme)

선주

11
Republishing

(RVT, RVM � JT)

12
작업영역선택
/CCS 호출

13

업무협조전
(ex. AM 설계자가
Table을
사각에서원형으로
수정)

9

10

CAD 모델수정
(ex. 사각테이블원
형테이블)

8

14

Update
(Log file, CCS 
file)

Texture
/재질/광원
입력

 
Fig. 19Cabin interior consultation process (3/3)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조선 PLM 과 연동된 선실 인테리어 협의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을 통해 해당 조선소에서는 척당 약 

40MH 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color scheme 

프로세스의 개선, 대 선주 신뢰도 향상, 동종사 대비 기술력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CCS 는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향후 

가시화 품질 향상, 조선 PLM 과의 보다 긴밀한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선 PLM 과 연동하여 구현한 가시화 기능은 향후 

WWW(World Wide Web)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선주 협의, 

선박 건조 전 가상 tour, 선박 건조 현황 알림 시스템 등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a) 한국연구재단 과제 (2011-0000325) “조선 

PLM 의 BOM (Bills Of Material) 커널 개발에 관한 연구”, (b) 

서울대학교 BK21 해양기술인력양성사업단 과제 (0572-

20100003)“PLM 을 이용한 선실 인테리어 협의 기능 개발” 

연구 결과의 일부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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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VA MARINE 기반의 유사선 블록모델 부재 

경계정보 및 스펙 일괄변경 알고리즘 

  

이현덕(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소 정보기술팀), 손명조, 오민재, 

김태완(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본 연구는 AVEVA MARINE 을 사용하는 선체 생산설계자가 신규호선의 블록 모델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설계경험이 있는 유사선 블록 모델을 활용하는 단위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프로세스에서의 설계 M/H 감소와 설계 오작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 정보를 포함하는 scheme 파일과 RDBMS 의 참조 무결성 

제약조건을 활용하는 경계정보 및 스펙 일괄수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특히, 유사선 모델 

활용 중 빈번히 발생하는 building spec.의 변경 반영, 특정 panel 의 교체에 따른 이웃 

panel 들의 경계정보 재생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VEVA MARINE 을 통해 설계된 

선체 블록을 구현한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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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유사선 모델의 활용을 통한 신규호선의 설계는 크게 세 가지

의 경우로 구분된다. 해당 블록에 변경사항이 없어 그대로 사용

이 가능한 경우, 해당 블록 내의 building specification(이하 

spec.) 또는 일부 panel이 변경되는 경우, 구조가 다소 변경되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는 두 번째 경우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VEVA MARINE을 사용한 선체 생산설계에서는 블록 단위를 

기준으로 모델을 설계하며, 각 블록 모델은 수십 개의 단위 

panel 모델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설계자에 의해 각 panel 모델

이 완성되면 모델의 속성 정보와 경계정보는 scheme이라는 text 

파일에 기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하나의 panel 모델

은 하나의 scheme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숙련된 설계

자의 경우 모델의 속성 또는 경계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텍스

트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 경험이 많지 않은 설계자의 경우에는 scheme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숙련된 설계자도 

scheme만으로 이웃 panel간의 경계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

기 때문에 설계 오작이 발생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체 모델

의 변경사항 수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scheme 파일에 포함된 주

요 정보를 테이블화하였다. 또한, spec.을 정리한 테이블 요소간 

의 비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의  참조 무

결성(Referential Integrity) 제약조건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일

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Y L Duparcmeur et al.(2007)는 Intergraph社의 SMART 

MARINE을 사용하는 설계자의 유사선 정보 활용 측면에 따라 

data reuse와 design reuse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고, 

재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평행 복사하거나 기준 축을 중심으로 

회전 복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1-①). K Cochran(2007)

은 Intergraph社의 SMART MARINE을 사용하는 생산설계자가 

모델링을 할 때 서로 접합되는 부재의 종류와 접합 조건을 자동

으로 파악한 뒤 조선소의 가공 rule에 의해 가공 정보를 자동으

로 생성해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1-②). 

  

Fig. 1 Related works of data reuse in production 

design 

노명일(2005)은 유사선 모델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부재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초기 선체 모델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였으며, 초기 공정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

량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초기 선체 모델링 방법을 도출하였다. 

모남진(2010)은 유사선의 배관 정보를 활용하여 spec-driven 기

반의 신규호선 배관모델 생성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생성모듈을 

개발하여, 유사선 배관모델의 설계 정보를 반복적으로 신규호선

으로 옮기던 작업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상철(2008)은 조선 

Engineering BOM을 이용한 BOM 편집을 통해 영업 단계에서 

물량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유사선 블록모델 부재 스펙 및 부재 

경계정보 일괄변경 

3.1 AVEVA MARINE의 선체 모델 속성과 경계정보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는 TRIBON M3 

또는 AVEVA Marine을 사용하여 선체 생산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Fig.2-①). AVEVA Marine의 선체 CAD의 경우 TRIBON을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 

선체 모델의 기본 단위는 panel이며, plate, 주요 부재(stiffener, 

bracket), 주요 형상(cutout, notch)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

보는 panel의 위치정보, 경계정보 등과 함께 scheme에 저장된

다 (Fig.2-②).    

 

 

Fig. 2 The method of defining the model of 

AVEVA MARINE and TRIBON M3 

3.2 부재 spec.의 일괄 변경 

 

선박 건조를 위한 spec.은 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Hull, 

Cargo, Equipment, Outfitting, Accommodation, Electric system, 

Navigation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관심 영역인 선체의 경

우 다시 선체 전반의 공통 spec.인 General과 구획의 위치에 따

라 after body, engine room, cargo, fore body 등의 structure로 

나뉜다. 

 



 

 

Fig. 3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structure 구분과 상세설계 또는 

생산설계에서 정의되는 모델이 spec.을 어떻게 포함하는지를 개

념적으로 보여준다. 모델 정의의 기준이 되는 단위 panel 모델

은 plate, stiffener, hole, bracket, notch 등의 부재 또는 형상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속성을 가지게 된다.  

 

 

Fig. 3 Detail specification of the members 

completed by design and spec. in shipyards 

 

유사실적선을 건조할 때, spec.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세설계

에서는 변경된 spec.에 따라 부재를 변경하고, 부분적인 구조강

도 계산을 통해, 관련 구조 설계를 조정하여 구조도를 완성한다. 

생산 설계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사실적선의 3차원 설계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링 작업을 신규로 하지 않고 기존의 모델

에서 변경되는 부분만을 찾아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변

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고, 동일한 변경이 요구되는 panel들이 

scheme 파일 형태로 분할 저장되어 있어, 설계 변경을 위해 투

입되는 M/H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선체 부재의 

spec.을 선체 구획 구분과 모델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테이블화

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그 결과 생산설계자가 유사선과 신규호

선의 구조도면 간 비교를 통해 유사선 모델을 일일이 변경하던 

과정을 spec. 테이블 간의 비교를 통해 변경된 spec.만을 자동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Fig. 4은 현재의 설계 프로세스와 제

안하는 설계 프로세스의 개념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주요 부재와 형상에 해당하는 spec.을 테이블화하

였고, 선체 구획을 기존 조선소에서 사용하였던 구획보다 세분

화하여 구획 코드를 생성하였다. Upper E/R의 경우 upper deck, 

first deck, second deck, bulkhead, longitudinal bulkhead로 나

누어 코드를 지정하였으며, scheme에 포함된 panel의 위치정보

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각 panel마다 코드를 할당하였으며, 그에 

따라 panel information table을 생성하였다. 

또한 각 부재와 형상 별로 spec. 테이블을 생성하여, 위치 코

드에 해당하는 spec.을 기입하였다. 유사실적선이 없는 경우, 

구조설계자가 spec. table에 할당된 블록의 spec.을 기입하지만, 

추후 설계선이 유사선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에는 신규호선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구조설계자가 변경해주면 된다. 이렇게 완성된 

신규호선 spec. 테이블을 유사선 spec. 테이블과 비교하여, 변

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재의 spec.만 모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구현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Fig.5 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비교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사선 모델에 

반영되어 신규호선의 scheme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Fig. 4 Decline of M/H and prevent of omissions in production design 

 



 

 

 

Fig. 5 Comparison of similar & new ship’ s spec. 

Spec. table에서 차이가 나는 entity가 발생하면 코드를 확인

하여 해당 panel을 panel information table에서 검색한다(Fig. 6). 

따라서, 설계자가 유사선 블록의 대구획 위치만 시스템에 입력

하면, 소구획 지정과 변경된 spec.의 반영은 자동으로 가능하다. 

 

 

Fig. 6 Creation of new ship’ s block reflecting 

result of spec. comparison 

3.3 부재의 경계정보 일괄 변경  

 

생산설계에서 선체와 의장 모델은 별도로 설계되지만, 내부적

으로는 통합되어 생산 정보로서 결함이 없는 데이터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선체 spec. 뿐만 아니라 의장 시스템의 spec.이 

변경될 때 관련되는 선체 모델 역시 변경이 필요하다.  

AVEVA marine의 선체 모델의 경우에는 각 모델이 기준 모델

을 통해 경계정보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변경

되면 관련되는 모델들의 경계정보를 함께 변경해주어야 한다. 

경계정보가 생성될 때 내부적으로는 scheme 파일에 경계정보로 

참고하는 모델명이 기록되기 때문에 숙련된 설계자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각 모델의 경계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Fig. 7는 의장 시스템의 변경에 의해 선체 panel이 교체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변경되는 의장시스템과 함께 설계되었던 

panel이 실적 데이터로 존재하고, 주변 구조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이웃 panel들의 경계정보의 수

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참조무결성 

제약조건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7 Batch update of  material’ s boundary 

information 

 

Panel의 경계정보는 Fig. 8와 같이 scheme 내의 boundary 

syntax에 정의되어있다. Panel의 경계정보는 최대 12개의 

boundary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은 line, curve, 

shell, panel, 각종 profile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계 정보의 

기준은 각 요소의 name이다. 따라서, 기준 panel인 ER2-B가 

변경되는 경우 이웃 panel인 ER2-C와 ER2-D의 경계정보는 새

로운 panel의 name으로 함께 변경되어야 하며, 이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참조할 수 있는 pane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생성에 오류가 발생한다.    

 

 

Fig. 8 Relation of panels and boundary syntax in 

scheme 

기준이 되는 panel이 변경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경

계정보의 일괄 변경을 위해서 우선 scheme의 boundary syntax

로부터 panel reference 테이블을 생성한다. 테이블 column의 

각 entity들은 foreign key로써 panel information 테이블의 

primary key를 참조하게 된다.  

Fig. 9은 scheme으로부터 panel의 경계정보만을 추출하여 테

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과정은 scheme내의 text를 

parsing하여 MDB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경계정보로 panel의 name을 포함하는 경우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line, curve 등을 경계정보로 가지는 경우는 table 상에서 



 

 

null 값으로 생성되도록 하였다.  

 

 

Fig. 9 Generation of DB table from scheme’ s 

panel information  

 

Fig. 10 Batch update of boundary using DB’ s 

referential integrity 

Fig. 10는 참조무결성 제약조건에 따라 기준 panel이 변경되

었을 때 기준 panel를 경계로 참조하던 panel들의 경계정보가 

일괄 변경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panel의 경계정보 뿐만 아니라 panel에 속한 

stiffener, bracket, cutout등의 주요 부재 및 형상의 경계정보로 

그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주요 부재들은 panel의 하위 모델

로 정의되어지나, 각 부재들은 경계정보로 다른 부재 또는 

panel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변경에 따른 경계정보 변경 

시에 부재와 각종 형상들이 갖는 경계정보 또한 수정이 필요하

기 때문에 이들의 경계정보도 scheme으로부터 각각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부재와 형상을 정의하는 syntax는 포함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인 테이블로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각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테이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11은  panel information table로부터, 주요 부재와 형상으

로 확장하여 구성한 table들을 나타낸다. 확장된 relation에서도 

참조무결성 제약조건을 활용하여 설계 변경에 따른 경계정보 변

경을 자동화하였다.  

 

 

Fig. 11 Inside of DB including main part’ s 

boundary condition 

 

4. 응용 프로그램의 구현 

 

응용 프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환경에서 구현

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제어문을 통해서 DBMS 프

로그램과 연결된다. DBMS 프로그램으로는 Microsoft ACCESS 

2007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데이터베이스 table을 구축하고 table 간의 관계를 정의하였

다. 

Fig. 12는 upper E/R 블록을 사용하여 (Fig.12-①), spec. 일

괄 변경을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부재와 형상의 spec., 

설계자가 담당하고 있는 블록의 panel과 scheme이 확인가능하

며, 유사선 블록과 신규호선 블록의  spec. 비교 결과가 테이블

과 scheme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12-②). 

Fig. 13에서는 부재의 경계정보가 일괄 변경되는 예를 보여주

고 있다. 설계자는 새로운 panel을 접근 권한이 있는 실적선 프

로젝트로부터 복사해 올 수 있으며, 설계자가 원하는 name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panel은 사라지고, 이웃 

panel은 새로운 panel name을 참조하여 경계정보를 갱신한다 

(Fig.13-①). 내부적으로는 제안한 부재 경계정보 테이블의 

entity들이 갱신됨과 동시에 scheme도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13-②). 

 

5. 결 론 

 

 본 연구는 유사선 기반의 효과적인 신규호선 선체 설계가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선체 모델을 정의하는 scheme으로부터 데

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여,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각종 부

재와 형상의 spec.을 일괄 변경하고, 경계정보에 오류가 발생하

게 되는 부재들의 경계정보를 일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12 Test block models and result of spec. batch update 

 

Fig. 13 Panel change and example of panel reference table 

모델 정보를 지닌 scheme으로부터 위치, 소속된 블록 및 프

로젝트 정보 등을 추출하여, panel 기본정보를 담는 테이블을 생

성하였으며, 부재 경계정보 테이블, 모델링 history 테이블과 관

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부재 경계정보 테이블과의 관계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참조무결성 제약조건을 활용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부재 경계정보 일괄변경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생산설계자가 신규호선 프로젝트에 유사선 블록 모

델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생산설계자의 불필요한 설계 M/H 투입

을 줄이고, 설계자의 실수에 의한 설계 오작을 최소화하여 설계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AVEVA Marine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rollback (undo)기능을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경우, 생산설계 작업자의 모델링 이

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rollback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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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확률론적 손상복원력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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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OLAS Chapter ||-1 part B 로 대변되는 확률론적 손상 계산은 89/90 개정판에서 2006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손상시 복원성 계산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그 특성상 계산분량이 방대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는 국외의 고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용 

프로그램이라고 모두 사용자편의적인 사용법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의 계산 

코드가 계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지보수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분석하여 두 번의 개정판을 거치며 주목하여야 할 항목을 

심도있게 다루도록 한다. 확률론적 손상계산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야 하는 이론으로 

간주하고 그 이론의 핵심내용을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차후 전산프로그램에 

구성요소를 이루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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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선박의 손상시 복원성에 관한 규정이 결정론적 방법에서 확률

론적 방법으로 많은 부분 대체되었다. 건화물선에 대해서는 그 

첫 시도 가 89/90 개정판(amendment)이고 이것이 Harmonized 

Project를 거처 2006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손상 복원성 

통합 규정으로써 상선 및 여객선에 대해서도 같은 확률론적 규

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논문을 살펴보면 규정에 대

한 설명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2편 (전영기,1993 , 염

천환 등, 2006), 1992년에 개발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1편(남

종호 등, 1992), 이 알고리즘에 GUI 및 시각화 등을 보완한 (박

성우 등, 2001) 이렇게 총 4편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규정에 대한 논문은 (염천환 등, 2006)1편이며, 이마저도 

프로그래밍 측면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에 맞는 국산 손

상복원력계산코드를 개발하기 이전에 바뀐 규정에 대해 프로그

래밍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 확률론적 손상복원력 규정  

2.1 개요 
 

확률론적 손상 복원력 규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결

정론적 방법을 따른 선박들의 사고에서 출발하였고, 이 규정의 

자세한 탄생 배경은 남종호 (1994)에 잘 나와있으며, 89/90 개

정판에서 2006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보완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염천환 (2006)에 잘 나와있다. 여기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2.2 결정론적방법의 제약 및 확률론적방법 배경 
 

먼저,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함에 있어 최소한의 결

정론적 요소들이 추가되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손상복원성을 

평가 할 경우, 추가 계산이 필요 없다. 단지 선박의 앞부분과 바

닥부분이 ramming과 slamming으로 다뤄질 뿐이다.  또한 사소

한 손상(minor damage)은 여객선의 특정부분이 취약 할 수 있

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확률론적으로 선박의 손상시 복원성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다.  같은 선박에서 일어난 같은 손상일 지라도 선박의 

화물 양에 따라 침수정도, 흘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임의

의 손상에 대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어떤 공간(혹은 공간들)이 침수 되었나  

2) 손상시 흘수, 트림, 비손상 메타센터 

3) 손상시에 가정된 공간의 침수정도(permeability) 

4) 손상시의 해상상태(sea state) 

5) 불균일한 중량으로 생기는 굽힘 모멘트 같은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의존적이나 그에 따른 영향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수학적 계산의 복잡성, 충분하지 못한 통계자료는 

직접적으로 확률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

든다.  하지만 여기에 근사치를 적용하면 선박의 안전평가 및 규

정의 기초를 위한 확률 접근법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논리

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의 확률이론으로 표현된다. 

“ 선박의 생존 확률은 각각의 구획(혹은 구획군)에 대한 손상

과 그 구획의 생존확률의 곱의 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3 Attained subdivision Index “ A ”  
 

확률론적손상계산 시 해당 손상 시나리오가 발행할 확률이 계

산되고, 손상 이후의 생존 확률과 결합 될 수 있다면, 선박이 손

상에서 버티는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고, 이를 나타내는 지수로

써, Attained subdivision Index ‘ A’ 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선박

의 손상 확률은 몇 개의 개연성을 가진 흘수에서 계산되며, 생존 

확률은 sinking 과 capsizing 없이 선박이 떠있을 확률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길이(longitudinal) 방향 손상이 선박의 범위 내에 존재할 

확률 

2) 손상이 해당 공간내의 횡 방향 격벽 만을 고려하는 길이 

방향 크기를 가질 확률. 

3) 손상이 주어진 수평 경계의 아래 공간들만이 침수 되는 

높이 방향 크기를 가질 확률. 

4) 손상이 주어진 길이방향 경계보다 작은 횡 방향 크기를 

가질 확률. 

5) 침수 과정에서 watertight integrity 와 복원성이 전복과 

침몰을 피할 만큼 충분할 확률 

 

위에서 처음 3가지는 선박의 수밀 구획의 배치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 2가지는 선박의 형상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실제 재하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상기 확률을 A계산을 위한 확률로 재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일 구획 혹은 2개 이상의 인접 구획들이 침수될 확률. 

2) Intermediate 혹은 final stage에서 선박이 전복되거나 위

험한 횡 경사각을 가지지 않을 확률. 

 

2.4 Required subdivision Index “ R ”  
 

이러한 개념을 통해 얻어진 A값을 평가할 상대적인 값이 필요

하다.  이것을 required  subdivision Index R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선박 크기  

- 승객 수  

- 기타 중요한 요소들 



 

 

 

R과 A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 A ≥ R 

  

여기서 R에 대한 식은, 

 

< greater than Ls 100m > 

 

A에 대한 식은, 

 

i = 고려된 구획 또는 인접한 구획군 

Pi = 고려된 구획 또는 인접 구획군이 침수될 확률 

Si = 해당 구획 혹은 구획군이 침수 후 선박이 생존할 확률 

 

2.5 현재 식의 가치와 한계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현재의 식은 상당한 근사치를 적용한 

식으로, 미완성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완벽한 계산식이 고안된

다면, 손상의 길이방향(longitudinal)위치와 높이, 그리고 손상의 

크기(x,y,z)이 5가지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

이 개선되었음에도 현재의 손상 통계치는 매우 정확하다고 보기

는 힘들다. 하지만 비록 이런 simplified basis에서 계산된 값이 

정확하다고 하기 힘들지라도 이것은 선박의 구획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써의 가치를 지닌다. 

 

 

3.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본 규정 

 

프로그래밍 측면에 SOLAS Part B-1규정의 EXPLANATORY 

NOTES(MSC.281(85) 를 살펴 보고, 유의 해야할 점은 무엇이

며, 프로그래밍화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3.1 종방향 구획 표기법 
 

가장 먼저 살펴 볼 부분은 선박의 길이방향(longitudinal)과 관

련된 표기법이다. 이러한 표기법은 규정을 이해하고, 계산을 하

는데 쓰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도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선박의 길이방향 손상

의 예시이다. 

 

Fig. 1 Possible single and multiple damage in 

ship. 

 

위의 그림과 같이 선박의 손상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이것은 선박의 길이방향(longitudinal) 구획 배치에 따라 달

라진다.  예를 들어, 삼각형은 zone 2번이 침수됨을 의미하며, 

평행사변형은 zone 4, 5,6 이 동시에 침수됨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의 z1, z2 등은 횡방향 구획만을 의미하는데 사용되며 선미

에서부터 번호를 지정한다.    

 

3.2 횡방향 구획 표기법 
 

종방향 이외에도 횡방향 과 높이 방향에 사용되는 표기법과 

p 와 s factor 계산식에 사용된 다양한 표기법을 살펴봄으로써 

이 규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zone 이외에도 횡방향 과 손상 구획의 표기를 위해 사용

되는 표기법이다.  

 

Fig.2의 각 문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j : stern에서 1번부터 시작하는 손상 구획 번호.  

n : 고려된 구획 내에서 j를 맨 후미 손상 구획이라고 할 때, 

인접한 손상구획의 번호  

k : 임의의 damage zone에서 횡방향 침수로부터 방벽으로 

작용하는 길이방향(longitudinal) 격벽의 번호.. 선측에서부터 

번호를 매김 최외각은 0번.  

K : 횡방향 침투 경계의 총 숫자 

pj,n,k : j번 째 zone부터 n개가 연속된 범위에서 k번까지 횡

침수를 의미  



 

 

 

 

Fig. 2 Example of index expression 

 

 

3.3 횡방향 복수 구획에 대한 처리 
 

이를 통해 선박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논리적인 자료구조 형태

를 요함 알 수 있었다.   또한 선박의 손상은 하나의 횡방향 깊

이를 가져야 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횡방향 손상 깊이를 나타

내는 b 지수를 이용한다.(b값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SC.281(85) 7-1 에 잘 설명되어있다.)  또한, 구획군이라 할

지라도 하나의 b값을 가져야 하므로, 구획군의 경우 다수의 손

상조합을 가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그 예를 잘 나타내고 있다.  

 
Fig. 3 Example of damage case 

 

총  4가지의 손상 조합이 만들어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최대 b값은 B/2 이다.) 

 

1) R11, R21, R31의 손상.  

2) R11, R21, R31, R32의 손상.  

3) R11, R21, R31, R32, R22의 손상.  

4) R11, R21, R31, R32, R22, R12의 손상.  

 

3.4 수직 손상 한계 
 

 

Fig. 6 Example of vertical extent limit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수직 손상 한계(vertical extent limit)의 적

용은 해당 구획의 침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그림을 보면 흘수 d 와 최대 수직 손상 높이인 d + 12.5m 사

이에 H1, H2값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각 vertical reduction factor v1, v2와  관련하여 계산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H3의 경우 v3 = 1 로써 적용된다 

다음으로 흘수 아래의 격벽의 경우, 수직 손상 한계와는 별개

로 다루어져야 한다.    (c) 그림과 같이 R1, R2, R3라 할 때, 

수밀 격벽일 경우는 별개의 손상조합으로 취급하고, 수밀 격벽

이 아닐 경우, R1, R2, R3의 조합 중에서 가장 낮은 s값을 가지

는 손상을 A값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5 수직 손상 한계에 따른 침구구획 변화 
 

Fig. 4 Damages correspond to vertical extent 

limit 

 

하지만 이러한 손상조합은 높이방향 손상 한계(H1, H2)에 따라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의 그림과 같이 H1,H2에 따라 wing tank만 침수가 

될 수도 있고, cargo hold까지 침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6 GZmax 값의 이용 
 

 

Fig. 5 Different case of GZ curve 

 

Si factor를 구하는 과정에 GZmax를 이용하게 된다, GZ값이 

계속 양의 값을 취할경우 max값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

나 위의 2번째 그림처럼 양의 GZ값을 가지는 구간이 2구간 

이상 나타날 경우 각각을 별개의 경우로 두고 계산하여야 한

다. 

 

5. 결 론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

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손상시 복원성 규정에 대한 보다 깊

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추후 개발할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의 

초석으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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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의 필수 자원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해양 자원의 개발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조선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 자원 개발을 

가능케 하는 Subsea system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Subsea 라는 특수한 환경의 

특성상, Subsea system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Subsea system 구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Subsea system 구축에 대한 

연구에 앞서 Field layout 형태 중 하나인, Multiple well tie-back 을 기준으로 Subsea 

production system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Subsea production system 에 대한 

Concept 과 Process 의 이해와 향후 연구 분야의 설정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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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의 필수 자원으로 자리 잡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확

인된 매장량은 제한적인데 반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과 인구 성

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기존 자원의 추가적인 탐사에 눈을 돌리면서 해양 

자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확인된 채굴가능 매장량이 원유가 1조 

Barrel, 천연가스가 113조 m
3
이며, 추정된 채굴가능 매장량이 

원유가 2조 Barrel, 천연가스가 204조 m
3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약 50%가 해양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 유

전 개발을 위한 보다 험한 해양 환경에 적응 가능한 선박 및 해

양 설비의 제작과 생산 기술의 향상에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Offshore 시장의 규모 또한 2013년까지 3500만 달러

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Subsea system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안전한 Subsea system 구

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Field layout 형태 중 하나인, Multiple well tie-

back을 기준으로 Subsea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조사를 통

해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Subsea production system에 

대한 Concept과 Process의 이해와 향후 연구 분야의 설정을 돕

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The whole process of 

subsea resource development 

 

2.1. Exploration 
 

Exploration은 석유화학회사들이 주로 담당한다. 우선적으로 

Oil이나 Gas가 매장되어 있을만한 광구에 대해 탐사권을 구입하

고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Exploration에 이용되는 방법은 Sonar survey, Seismic survey, 

Gravitational survey 등이 있다. 

Sonar survey는 해양 탐사를 위한 주된 방법이다. 해양의 특

성과 해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Seismic survey는 주행시간, 진폭, 주파수, 파형 등과 같은 지진

파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Subsea 내부의 물리적 특성 및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목

적이다. 마지막으로 Gravitational survey는 Subsea에서 관심 있

는 지점에 대하여 그 지점의 중력과 그 분포를 측정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지하의 지질구조 및 광상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광구를 개발했을 

때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구 개발 여부에 대하여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2.2. Drilling 
 

광구 개발이 확정되면 Drilling process가 진행된다. Drilling이 

가능한 구조물은 Submersible, Jack-up, Drillship, Semi-

submersible 등이 있는데, Submersible과 Jack-up은 shallow-

water에서 주로 쓰이고 Drillship과 Semi-submersible은 

deepwater에서 주로 이용된다. 

Drill bit이라는 장비가 Drilling riser 하단에 장착되어 Drilling 작

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Drilling을 하면서 mud도 같이 분사

해준다. Mud를 분사하게 되면, 작업으로 인한 열을 흡수하기 때

문에 열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작업에 방해를 주는 암석 조각 

등의 제거도 가능하며 Blow-out 방지 차원에서 또한 유용하다. 

Drilling process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적으로 Drilling 반경을 

줄여가면서 Drilling하는데에 있다. 일정 깊이의 Drilling을 시행한 

후 그 hole에 Casing을 설치하고 cement 처리로 고정을 시켜주

고 다시 이전 hole보다 작은 반경의 hole을 뚫으면서 위의 방법

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reservoir

에 접근하게 된다. 

 

2.3. Production 
 

Well development가 완료되면 Production이 진행된다. 

Subsea라는 특수한 환경의 특성 상 Production 상의 안전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압력과 유동에 대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

술이 주요 관심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다양한 Production 

system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다

루도록 한다. 

 

2.4. Processing 
 

생산된 Crude materials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기본적인 목적

은 생산해야 할 자원(Oil & Gas)과 불필요한 자원 (Water & 

Sediment)를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열에 의한 분리, 압력에 의한 분리, 

촉매 전환제를 이용한 분리를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원을 처리한다. 

Water와 Sediment는 Oil이나 Gas로부터 분리가 되면 바로 

제거가 된다. Water의 경우, 경우에 따라 reservoir의 압력 조정

을 목적으로 재주입되기도 한다. 

Oil이나 Gas는 Separation을 통해 서로 분리가 되고 지상으

로의 운송을 위해 저장된다. Oil이나 Gas의 경우에도 어느 자원

에 비중을 두고 생산하는지의 경우에 따라서 Reservoir의 압력 

조정을 목적으로 재주입되기도 하며, Subsea system의 원료로 

즉시 소모되기도 한다. 

 

2.5. Transmission 
 

생산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다. 해양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나 

TLP(Tension Leg Platform), Spar 등에 저장되어 있는 생산된 자

원을 Tanker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Subsea system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Subsea에서 생산된 자원

을 pipeline을 통해 육상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방법도 가능해졌

다. 

 

 

3. The layout of 

subsea production system 

 

3.1. The field layout of 

subsea production system 
 

3.1.1. Single well tie-back 
 

Single well tie-back은 Well에서 나온 Fluid가 Subsea tree를 

거쳐 Line으로 연결될 때, Line의 취합이나 분산 없이 Fluid를 처

리하는 시설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즉, Host facility에서 단일의 Production line이 Subsea tree로 

직접 연결이 된다. 제어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Umbilical line 또

한 Production line과 동일하게 Host facility에서 Subsea tree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시스템 

구성 자체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Reservoir에서부터 Host facility

로 이동하게 되는 Fluid의 유동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Well이 많아지는 경우 각각의 Production line과 

Umbilical line을 가동해야 하므로 오히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1.2. Template system 
 

어떠한 구조물을 어선이 쳐놓은 그물망을 끌고 갈 경우나 해

양 생물과의 충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에 대해 보호를 

하는 기능을 지닌 Template을 Christmas tree와 함께 그룹화를 

시켜 Subsea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Well 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분포해 있을 때만 이 시스템

의 효용성이 커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Well의 분포에 맞게

끔 자유롭게 Template system을 설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

다. 이 같은 큰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이 만족되는 광구에 

대해서는 다른 Field layout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

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구조물 보호 기능 이외에도 Line

을 Host facility로 직접연결 할 수 있는 Template system의 특성 

상, Production line을 이어주는 Jumper나 Umbilical line을 이어

주는 Flying lead없이 Subsea system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특히나 빙하 조각 등에 Damage를 받을 수 있는 Arctic 

zone과 같이 Harsh한 환경에서는 Template system의 장점이 더

욱 부각된다. 

 

3.1.3. Multiple well tie-back 
 

분산되어있는 Well들을 하나의 Manifold로 Jumper를 통해 연

결시켜서 우선 Fluid를 Manifold에 모은 다음에 원하는 수의 

Production line을 이용하여 Host facility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Umbilical line 또한 SDU(Subsea 

Distribution Unit)에서 분산된 여러 개의 Flying lead를 통해서 각

각의 Subsea 구조물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

에 이와 같은 배치에 따른 생산 시스템을 Cluster Production 

System이라고도 부른다. Multiple well tie-back의 구성에 대해서

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1.4. Daisy chain system 
 

Multiple well tie-back의 Field layout에서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둘 이상의 Manifold가 System 내에 설치되어 

Manifold끼리 Inter-connecting jumper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

는 Field layout 형태를 Daisy chain system이라고 부른다. 비교

적 많은 수의 well들을 처리하는데 유용하며, Subsea tree와 

Manifold 간의 연결을 해주는 Jumper의 길이에 관해서도 

Manifold를 다수로 사용함으로써 Subsea tree들과 Manifold간의 

간격을 줄여서 Jumper의 길이에 따른 제약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2. The type of processing 

after exploitation 
 

3.2.1. A fixed system 
 

Host facility를 고정식 플랫폼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Jacket과 같은 Fixed platform, CT(Compliant 

Tower), Gravity structure 등이 있다. 제한 수심은 Fixed platform

이나 Gravity structure 보다는 CT가 비교적 깊은 편이지만, 부유

식 플랫폼과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한 수심은 낮은 편이

다 (Fixed platform: 0 ~ 500 m, Gravity structure: 0 ~ 300 m, 

Compliant Tower: 300 ~ 1000 m). 이 같은 고정식 플랫폼을 설

치했을 때의 장점은 역시 고정식의 특성상 Wave나 Current에 

의한 플랫폼의 motion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Subsea에서 Well들이 분포해있는 장소 근처에 고

정식 플랫폼이 설치 가능한 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Well들

이 분포해있는 장소와 조금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 떨어진 

장소에서 고정식 플랫폼을 사용해서 Subsea Production System

을 구축하기도 한다. 

 

3.2.2. A floating system 
 

Host facility를 부유식 플랫폼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TLP(Tension Leg Platform), Spar, Semi-



 

 

submersible,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등이 있다. 제한 수심은 고정식 플랫폼보다 전반적

으로 큰 편이다 (TLP: 300 ~ 1500 m, Spar: 500 ~ 2250, 

Semi-submersible: 100 ~ 3000 m, FPSO: 100 ~ 3000m). 이

처럼 부유식 플랫폼은 Subsea Production System 구축에 있어

서 중요 고려 사항 중 하나인 수심의 한계를 늘림으로써 유연성

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3.2.3. No offshore platform system 
 

Host facility 설치 없이 Subsea에서 육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Host facility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Offshore 

platform 설치 비용, Sea crew 고용 비용, 자원 수송 비용 등이 

절약된다. 하지만 해당 광구에서 육상까지 해저로 길게 연결된 

Pipeline에 대한 안전성이 다른 시스템보다 더욱 강조된다. 일반

적으로 광범위하게 Pipeline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다른 시스템보다 더 

힘들기 때문이다. 

 

 

4. The composition of 

subsea production system: 

in the case of 

multiple well tie-back 

 

 

Fig. 1 The basic diagram of Subsea Production System 

 

3.1 장에서 설명한 Subsea Production System의 Field layout 

형태 중 하나인 Multiple well tie-back을 기준으로 Subsea 

Production System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 Diagram은 위의 

Fig. 1과 같다. 

 

4.1. Subsea tree 
 

Well completion이 모두 완료가 되고 Wellhead 위에 설치되

는 Subsea tree는 해당 장비의 발전 초기 단계에 그 모양이 

Christmas tree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Christmas tree라

고도 불린다. 

Subsea tree의 주된 역할은 Well에서 나온 유동을 제어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ubsea tree에는 유동을 제어해주기 위

한 Valve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2 The configuration of Tree valves 

[Subsea Engineering Handbook] 

 

DHSV(Down-Hole Safety Valve)는 Well에서 나온 유동이 처

음으로 거치게 되는 Valve이다. 즉, Well에서 나온 유동을 처음

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서 

DHSV가 열리면 AMV(Annulus Master Valve)와 AAV(Annulus 

Access Valve)가 Tubing hanger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압

력 차를 조절해준다. DHSV 다음의 유동 제어 장치로는 

PMV(Production Master Valve)가 위치하게 된다. 전반적인 유동

의 압력을 조절하는 Subsea tree의 핵심적인 Valve다. 

XOV(Crossover Valve)는 부가적인 Valve로 Hydration과 같은 문

제가 Pipeline내에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사용되는 Valve이다. 

PSV(Production Swab Valve)와 ASV(Annulus Swab Valve)는 

Well 내에서 Intervention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되며 

CIV(Chemical Injection Valve)는 Tree 내에서 화학 반응으로 해

결 가능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용되는 Valve다. 

Valve 외에도 Subsea tree의 구성 요소에는 Tubing hanger, 

Tree piping, Flowline connector, Production choke 등이 있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ubsea tree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Vertical 

tree와 Horizontal tree로 나눌 수 있다. 명칭의 의미는 Valve의 

위치에 따라 Vertical과 Horizontal로 나눈 것에서 비롯되었다. 

Valve가 Vertical bore에 위치한 형태를 Vertical tree, 그렇지 않

은 형태를 Horizontal tree라고 한다. Horizontal tree가 line과의 

연결이 용이하여 주로 쓰이고 있지만 Vertical tree는 Tree를 회

수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Tubing hanger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4.2. Manifold 
 

Manifold는 Multiple well tie-back의 Field layout에 있어서 가

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Tree들로부터 나온 유동이 일차적으

로 Manifold에서 모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Subsea Production 

System의 전반적인 유동의 이상적인 분배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도 하다. 

Manifold의 주된 역할은 생산된 원유의 유동을 조절하는 것이

며, 이외에도 Water injection 및 Gas injection, Gas lift에도 관여

를 한다. 

 

 

Fig. 3 Manifold distributing production from Subsea Wells 

[Overview Of Subsea Systems] 

 

위의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Well에서부터 나온 Line이 

Manifold와 연결이 된다. Well에서부터 나온 Line이 Manifold와 

연결되는 부분을 Socket이라고 부른다. Socket에서 원유를 받아

서 Host facility와 Manifold를 연결해주는 Hub를 통해 빠져나가

게 되는 것이다. 위의 Fig. 3은 Well이 3개고 Flowline이 2개인 

형태이다. 

 

4.3. Jumper 
 

Jumper의 역할은 Subsea Production System 내의 구성 요소

들을 연결시켜 원유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쓰

이는 곳은 Tree와 Manifold간의 연결과 Manifold와 FLET간의 

연결이다. 이처럼 연결 위치에 따라 Tree와 Manifold간의 연결

을 해주는 Jumper를 Well jumper로, Manifold와 FLET간의 연결

을 해주는 Jumper를 Flowline jumper로 부른다. 또한 3.1.4 장

에서 소개한 Daisy Chain System에서 Manifold간의 연결을 해주

는 역할을 하는 장비도 Jumper이다. 

 

4.4. PLET / PLEM 
 

PLET(Pipe Line End Termination) 또는 FLET(Flow Line End 

Termination)는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오는 Rigid pipeline을 

Subsea Production System내의 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해 4.3 장

에서 소개한 Jumper와 함께 사용되는 장비이다. 예를 들어, 

Manifold에서 Jumper를 통해 나오는 Fluid가 PLET를 거쳐 Rigid 

pipeline(Flowline)으로 이동되는 식이다. 

PLEM(Pipe Line End Manifold)는 위의 PLET의 역할에 

Manifold의 역할까지 함께하는 장비이다. 즉, 독립된 Manifold를 

거치지 않고 Tree에서 Jumper를 통해 PLEM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Rigid pipeline(Flowline)으로 Fluid가 빠져나가는 형식인 것

이다. 

 

4.5. Subsea separator / 

Subsea boosting pump 
 

두 장비 모두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기술로 아직까지는 흔

히 쓰이고 있지는 않다. 완전한 Subsea Production System 구

축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Subsea separator의 경우, 용어의 의미 그대로 Subsea에서 

Separation을 수행하는 장비로 Gas는 Cyclone에 의해 분리가 

되고 Water는 Gravity에 의해 분리가 된다. 

Subsea boosting pump 역시, 용어의 의미대로 Subsea에서 

Pump의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Subsea separator에서 분리된 

Oil과 Gas는 Platform으로 Boosting해서 보내고 나머지 분리된 

Water와 Soil은 다시 방출한다. 

이 두 장비는 Well에서부터 Gas나 Oil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

으로 추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이로 인한 OPEX(Operating 

Expenditure) 절감을 야기한다. 

 

4.6. Flowline 
 

Flowline은 Host facility로부터 Subsea까지 fluid를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는 Line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Fluid가 흐르는 관

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이 많으므로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우선 Subsea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Subsea 환경에서의

Longitudinal stress, Hoop stress, Radial stress 등을 계산하여 

Wall-thickness의 Size를 정해준다. 또한 Flowline이 Seabed에 

놓이는 부분도 있으므로 Seabed 부분에서의 Currents와 Waves

를 계산하고 Seabed 에서의 Ground와의 충돌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는 On-bottom Stability Analysis도 수행해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 Free-span 상태의 Pipeline 해석과 Buckling이 일어날 

가능성 등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Flowline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된 Flow 

assurance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Flowline 내에서 발

생되는 문제들로는 Hydration, Wax, Asphaltene, Scale, Ice, 

Emulsion, Corrosion 등이 있으며, 이는 압력 조절, 온도 조절, 

화학 물질 주입 등의 방법에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처리 방법을 

택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상태가 악화되어 Flowline이 막

히게 되면 더 이상 생산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Operation을 

중단하고 Pig 등의 방법을 통해 Flowline 내부를 청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4.7. Host facility 
 

Subsea의 구성 요소들이 Tie-back되어있는 해상 시설을 의

미한다. Subsea Production System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는

데 필요한 화학품들과 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Subsea내

에서 가능한 처리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Separation과 

Processing 역시 Host facility에서 처리된다. Host facility의 종류

에 대해서는 3.2 장에 설명이 되어있다. 

 

4.8. Umbilical 
 

Umbilical의 주된 역할은 Subsea Production System내의 구

성 요소들을 제어하는데 있다. 또한 Chemical injection과 전력 

공급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그러므로 Umbilical line에는 Control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Signal cable 및 Communication cable 뿐만 아니라 Power 

cable, Chemical injection cable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싸고 있는 Steel tube의 재질은 Super duplex steel이 

주로 쓰인다고 한다. 

 

4.9. UTA 
 

UTA(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의 역할은 4.4 절에서 

소개한 PLET와 유사하다. PLET가 Flow의 흐름을 이어주는 장비

였다면 UTA는 Umbilical의 흐름을 이어주는 장비로 볼 수 있다.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온 Umbilical Line이 UTA를 거쳐 

Subsea Production System의 각 구조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4.10. SDU 
 

SDU(Subsea Distribution Unit)는 단일의 Line을 복수의 Line

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4.2 절에서 소개한 

Manifold가 Flowline의 Line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였다면 

SDU는 주로 UTA를 통해 연결된 Umbilical Line을 복수의 Line

으로 분산시켜 각 구조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4.11. Flying Lead 
 

4.3 절에서 소개한 Jumper와 그 역할이 비슷하다. Jumper가 

Tree와 Manifold, Manifold와 PLET사이의 연결을 해주는 장비인 

반면에 Flying Lead는 UTA또는 SDU로부터 Umbilical을 각 구조

물에 연결해주는 장비이다. Jumper에 비해 재질이 Flexible한 형

태이며, 역할에 따라 EFL(Electric Flying Lead), HFL(Hydraulic 

Flying Lead)등으로 나뉜다. 

 

4.12. Template 
 

Template은 Subsea Tree나 Manifold와 같은 Subsea 

Production System내의 구조물들을 보호해주는 장비이다. 3.1.2. 

절에서 소개한 Template System처럼 Template을 이용한 응용 

시스템도 있다. 

 

 

5. Future Study Plan 

 

Subsea 환경은 위에서도 몇 차례 언급하였듯이 상대적으로 

특수한 편에 속한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있어서의 Operation

은 보다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강조 된다. 위에서 익힌 

Subsea Production System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Subsea System의 안전성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Subsea Production System의 

Concept을 파악한 것이고 이제는 Subsea System의 안전성 평

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그 방법 조사를 진행하면서 안전

성 평가 방법에 필요로 되는 Subsea System에 관련된 보다 구

체적인 자료 조사도 병행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Subsea System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전략 및 대책을 

세우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 기준을 세

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Conclusion 

 

지금까지 Field layout 형태 중 하나인 Multiple well tie-back

을 중심으로 Subsea Production System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 국내 조선 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선박 제조와 플랜트 

제조 기술은 최고 위치에 올라서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Subsea 

System 분야의 기술은 유럽과 같은 이 분야 선진국들에 비해 기

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과거 선박 제조 분야의 시작 단

계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지금은 Subsea System을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 업계에서 경쟁



 

 

적으로 Subsea System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Subsea 

Production System에 대한 Concept을 기반 지식으로 하여 전반

적인 Subsea System에서 초기 기술 발전 단계부터 안전성을 적

용할 수 있다면 Subsea System 기술 발전의 진행에 있어서 더

욱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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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PSO 의 Liquefaction Process 을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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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NG FPSO 경우 선박 위에 Topside process system 들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육상에 비해 
면적에 관련된 제약조건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LNG FPSO 의 
Topside 의 장비배치는 Single-deck 이 아닌 Multi-deck 로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시 FEED 
단계에서 Topside 에 배치된 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Layout 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LNG FPSO 의 Topside process system 중에서도 
Liquefaction process system 에 대해 Facility layout optimization 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Liquefaction cycle 중 최근 LNG FPSO 에 적용 검토되고 있는 Dual Mixed 
Refrigerant(DMR) cycle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는 Multi-floor 로 이루어진 
화학공장에 대한 Layout 최적화와 화학공장의 Safety 를 위해 장비간의 최소허용거리를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여 Layout 최적화를 수행한 것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Heat 
exchanger 와 같이 높이 방향으로 긴 장비가 Deck 을 관통하여 여러 Deck 에 걸쳐 
배치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여 Liquefaction process system 에 대한 최적의 Layout 을 
도출하였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DMR cycle 의 Layout 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589 개의 
설계 변수와 365 개의 등호 제약조건 및 907 개의 부등호 제약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등호제약 조건의 개수 보다 설계 변수의 개수가 많은 최적화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최적 Layout 의 기준으로 Total layout cost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GA(Genetic Algorithm) 방법과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방법을 혼합한 Hybrid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Layout 을 결정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LNG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LNG-

FPSO(Liquefied Natural Gas-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LNG FPSO는 크게 Topside와 Hull, 그리고 Turret으
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Topside는 Process System과 Utility 
System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Process System에는 분리공정
(Separation Process), 전처리 공정(Pretreatment Process) 그리
고 액화 공정(Liquefaction Process)이 있으며, Utility System는 
이러한 Process System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Hwang, et 
al., 2009).  

LNG FPSO 경우 Hull 위에 이러한 Topside system들이 배치
되어야 하므로, 육상에 비해 면적에 관련된 제약조건이 좀 더 중
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Li & Ju, 2010). 그러므로 제한된 공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LNG FPSO Topside system들의 
장비배치는 Single-deck가 아닌 Multi-deck로 설계하여야 하며, 
Topside에 배치된 장비가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LNG FPSO 설계단계 중 FEED 단계에서 최적 장비 배치를 수행
한다. 

Topside의 Process system 중 Liquefaction Process는 천연 
가스(NG: Natural Gas)를 액화하여 부피가 약 1/600 인 액화 천
연 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LNG FPSO Topside Process System 건조 비용의 70 %, 전체 
건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이다(Cha, et 
al.,2010; Shukri, 200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iquefaction 
Process를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Liquefaction Process에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 소개 
하였다. 그 후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 문제를 수학적 최적화 모
델로 정식화 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Liquefaction 
Process를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를 도출 하였다. 

 

2.관련 연구 현황 
Penteado(1996)는 Safety를 고려하여 Single-floor인 

Chemical process plant에 대해 장비의 최적배치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로 장비의 위치와 장비 배치 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땅의 면적 및 Safety를 고려하기 위해 각각의 장비에 추가적으

로 설치되어야 할 안전 장치의 개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제약조
건에 장비 사이의 최소거리를 고려함으로써 Safety를 고려하였
으며, 목적함수로는 Layout cost 즉, 공장의 부지면적에 따른 비
용 및 장비 사이에 파이프 등으로 연결하는데 드는 비용의 합에 
장비에 설치되는 안전 장치 비용과 TNT equivalency method를 
통해 예측한 장비손상관련 비용을 더하여 정의함으로써 Safety
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학적 최적화 모
델을 MINLP(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으로 풀어 최
적의 Layout을 결정하였다. 

Patsiatzis(2002)는 Multi-floor인 Chemical process plant에 
대해 장비의 최적배치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로 장비의 위치와 
장비 배치 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땅의 면적을 정의하였으며, 
목적함수로는 Penteado(1996)에서 고려한 Layout cost 값에 층
의 개수에 따른 추가 건설 비용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으로 풀어 최적의 Layout을 결정하
였다. 

Park(2011)는 Safety를 고려하여 Multi-floor인 Chemical 
process plant에 대해 장비의 최적배치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
는 Patsiatzis(2002)와 동일하게 정의하였으며, 목적함수로는 
Patsiazis(2002)에서 다룬 Layout cost에 Penteado(1996)와 같
이 TNT equivalency method를 통해 장비손상을 예측하고 이에 
관련된 비용을 더하여 정의함으로써 Safety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으로 풀어 최적의 Layout을 결정하
였다. 

Michael(1999)는 Multi-floor인 Chemical process plant에 대
해 장비의 최적배치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Multi-floor를 
다룬 다른 논문들과 다르게 장비가 한층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설계변수로 장비의 위치와 장비 배치 
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땅의 면적을 정의하였으며, 목적함수로
는 Patsiazis(2002)에서 다룬 Layout cost에 Pipe를 통해 물질이 
높이 방향으로 올라갈 경우 펌프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
으로 결정된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MILP(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으로 풀어 최적의 Layout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afety를 고려하여 Multi-deck인 LNG FPSO
의Liquefaction process 위한 장비의 최적 배치를 수행하였다. 
이 때 갑판간의 높이 보다 큰 Heat Exchanger와 같이 갑판을 관



 

 

통하는 장비를 고려하였다. 설계변수는 Patsiatzis(2002)와 동일
하게 장비의 위치와 장비 배치 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땅의 면
적을 정의하였으며, Penteado(1996)와 같이 제약조건에 장비 
사이의 최소거리를 고려함으로써 Safety를 고려하였다. 목적함
수로는 Patsiazis(2002)의 Layout cost와 같이 공장의 부지면적
에 따른 비용 및 장비 사이에 파이프 등으로 연결하는데 드는 비
용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위 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 Table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formulation of the optimization problem 
between this paper and other past papers 

Study Object Multi 
-floor 

Design 
Variables 

Penteado, 
et al.,1996 

EO plant1) 
X 

(Single 
floor) 

Position of each equipment, 
Land area, Safety devices that have 
to be installed at each equipment

Patsiatzis, 
et al., 2002 

Instant coffee process 
plant, 

EO plant 
O 

Floor allocation, position and 
orientation of each equipment, 

Land area 

Park, et al., 
2011 

EO plant, 
Benzene production 

process plant 
O 

Floor allocation, position and 
orientation of each equipment, 

Land area 

Michael,  
et al 
1999 

Instant coffee process 
plant, 

Industrial multipurpose 
batch plant 

O 
Floor allocation, position and 

orientation of each equipment, 
Land area 

This paper Liquefaction process of 
the LNG FPSO O 

Floor allocation, position and 
orientation of each equipment, 

Land area 

Study 

Additional Considerations 

Objective Function Optimization
Method Safety Consideration 

Equipment 
occupying 
more than 
one floor 

Penteado, 
et al., 
1996 

Minimum distance 
between equipment, 

Installation of the 
protection devices2) for 

equipment cost, 
Financial risk cost3) 

predicted by the TNT 
equivalency method4) 

X 
Layout cost5) 
+ Protection 
devices cost 

+Financial risk cost
MINLP6) 

Patsiatzis, 
et al., 2002 

X X Layout cost MILP7) 

Park, et al., 
2011 

Explosion damage cost 
predicted by the TNT 
equivalency method 

X 
Layout cost 
+ Explosion 

damage costㅍ 
MILP 

Michael,  
et al 
1999 

X O 
Layout cost + 
Upward and 
horizontal 

MILP 

transportation cost8)

This paper Minimum distance 
between equipment O Layout cost 

Hybrid 
optimization 

method 
(SQP+GA)

 
1) EO plant: Ethylene Oxide manufacturing plant 
2) Protection devices: Protection systems installed at equipment and physical barriers 
installed between equipment 
3) Financial risk: Risk is the expected financial loss associated with an accident. In that 
paper, this value is obtained by the TNT equivalency method. 
4) TNT equivalency method: A consequence analysis using the energy of explosion to 
predict the equipment damage realistically (Park, et al., 2011) 
5) Layout cost = total plant area cost + floor construction cost + Connectivity cost involving 
cost of piping and other required connection between equipment (Patsiatzis, et al., 2002) 
6) MINLP: Mixed Integer Nonlinear Programming 
7) 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8) Upward and horizontal transportation cost: The pumping cost for the movement of 
materials to higher floors through the pipe is considered additionally. 
 

3.LNG FPSO Liquefaction Process 
에서의 장비 및 배치  

 
Liquefaction Process의 Cycle은 크게 Cascade Liquefaction 

Cycle, Mixed Refrigerant Cycle, Turbine-Based Cycle로 분류할 
수 있으며(Venkatarathnam, 2008), 이 중 Mixed Refrigerant 
Cycle 의 일종인 Dual Mixed Refrigerant(DMR) Cycle이 최근 
LNG FPSO 적용에 검토되고 있다. 이 DMR Cycle은 2 Cycle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연 가스를 Precooling하는 하나의 작동 냉매
와 Liquefaction과 Subcooling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작동 냉매
로 천연 가스를 액화시킨다(Barclay and Shukri, 2000). 두 작동 
냉매는 모두 혼합냉매(Mixed Refrigerant)로 Precooling을 하는 
작동 냉매는 에탄, 프로판, 부탄, 메탄으로 혼합되어있고, 
Liquefaction 과 Subcooling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작동냉매는 
질소, 메탄, 에탄, 프로판으로 혼합되어있다.  

이러한 DMR Cycle을 구성하는 주요장비에는 Fig.1과 같이 
크게 압축기(Compressor), 열교환기(Heat Exchanger), 해수를 
이용한 냉각기(Sea Water(SW) Cooler로 열교환기의 일종), 밸브 
및 상분리기가 있으며(Venkatarathnam, 2008), 그 외 Layout 설
계 시 추가로 고려되는 장비들이 있다. 우선 Compressor와 관
련하여 추가 고려되는 장비로써는 Compressor Suction Drum, 
Compressor 전용 Cooler 및 Overhead Crane이 있다. 
Compressor Suction Drum은 액체의 냉매가 Compressor로 유
입되어 고장을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Compressor 바로 전에 설치되어 기체 액체 혼합상태의 냉매 중 
액체상태의 냉매를 걸러준다. Compressor 전용 Cooler은 주로 
Compressor 아래쪽에 배치되며 Compressor 장비에서 발생하
는 열을 식혀주며, Overhead crane 경우 Compressor가 설치된 
갑판의 바로 위 갑판에 설치되어 장비의 크기가 큰 Compressor



 

 

의 유지 보수에 사용된다. Heat Exchanger와 관련하여 추가 고
려되는 장비로써는 Precooling쪽에 설치된 Precooling Mixed 
Refrigerant(PMR) Receiver가 있다. 이는 Compressor와 Heat 
Exchanger 사이에 설치되는 것으로 Compressor가 갑자기 중단
되더라도 2~3분 정도는 계속해서 Heat Exchanger에 냉매를 공
급해줄 수 있도록 냉매를 보관하는 일종의 Buffer tank 역할을 
하는 동시에 파이프 라인에 발생할 수 있는 Surge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냉매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이곳에서 유실된 
만큼의 냉매를 공급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DMR Cycle의 장비 배치 최적화를 위해 
고려하게 되는 장비에는 Precooling Part에 세 개의 회전 날개
(Impeller)로 세 번에 나누어 다단 압축하는 Compressor 1대, 
Overhead Crane 1대, Compressor 전용 Cooler 1대, Suction 
Drum 3대, Sea Water cooler 3대, PMR receiver 1대, Heat 
Exchanger 3대, Valve 3개가 있으며, Liquefaction과 Subcooling 
Part에 두 개의 회전 날개(Impeller)로 두 번에 나누어 다단 압축
하는 Compressor 1대, Overhead Crane 1대, Compressor 전용 
Cooler 1대, Suction Drum 2대, Sea Water cooler 2대, Heat 
Exchanger 1대, Valve 2개 및 Mixed Refrigerant(MR) Separator
가 있다. 이 장비들의 개략적인 크기는 Table2와 같다. 

이러한 장비들이 Topside에 배치될 때에는 같은 기능을 하는 
장비끼리 묶어 Module 단위로 배치를 하며(Mecklenburgh, 
1985), 각각의 Module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각의 Module 내에서 장비를 최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DMR 
Cycle에서는 Fig.1과 같이 3가지 Module로 장비를 나누어 배치
를 한다. 첫 번째 Module은 Precooling Part에서 냉매를 압축하
고 Cooling하는 것으로 세 개의 회전 날개(Impeller)로 세 번에 
나누어 다단 압축하는 Compressor 1대, Overhead Crane 1대, 
Compressor 전용 Cooler 1대, Suction Drum 3대, Sea Water 
cooler 3대가 있으며, 이를 PMR1 Module라고 부르기로 한다. 
두 번째 Module은 Precooling Part에서 또 다른 냉매와 천연 가
스를 Heat Exchanger를 통해 Precooling하는 부분으로 PMR 
receiver 1대, Heat Exchanger 3대, Valve 3개가 있으며, 이를 
PMR2 Module라고 부르기로 한다. 세 번째 Module은 
Liquefaction과 Subcooling Part에서 냉매를 압축 Cooling 및 천
연 가스를 액화시키는 부분으로 두 개의 회전 날개(Impeller)로 
두 번에 나누어 다단 압축하는 Compressor 1대, Overhead 
Crane 1대, Compressor 전용 Cooler 1대, Suction Drum 2대, 
Sea Water cooler 2대, Heat Exchanger 1대, Valve 2개 및 
Mixed Refrigerant Separator가 있으며, 이를 MR Module라고 부
르기로 한다. 

각각의 Module은 Multi-deck이며, 갑판간의 높이는 8m로 모
두동일 하다. 여기서 PMR2 Module과 MR Module 경우 A Deck
에서부터 E Deck까지 있으며, PMR1 Module은 A Deck에서부터 
D Deck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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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Dual mixed refrigerant cycle (Venkatarathnam, 2008) 
 
본 논문에서는 위 세 Module 중 장비의 종류 및 개수가 가장 

많은 MR Module에 대해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를 도출 하였다. 
이때, Fig. 2와 같이 각 갑판에서는 장비들의 유지 보수 및 이를 
위한 보조 장비들의 배치를 위한 Maintenance area가 y축 방향
으로 제일 끝에서 원점 방향으로 9m까지 있으며(빗금 친 부분), 
여기에는 장비가 배치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최저 갑판
인 A Deck와 MR compressor가 배치되는 갑판에는 사람들의 작
업 및 통행을 위한 공간(Working space)을 위해 장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각각 갑판 면적에 
5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
분). 

Safety를 고려하기 위해 최상위 Deck인 E Deck에서는 시스
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압력을 배출 및 감소시켜주기 위한 Safety Facilities를 위해 다른 
장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최상
위 Deck 면적에 6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장비간의 거리는 최소 4m 이상, 장비와 Deck를 이루는 변들 사
이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으로 가정하였다. 단, Maintenance 
area와 장비 사이에는 최소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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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lan view of the A deck which has equipment i and j 
 

Table 2 Dimensions of the equipment in the MR Module of LNG FPSO liquefaction 
process 

Name of equipment ai 

[m] 
bi 

[m] 
hi 

[m] 

Mixed refrigerant separator 
(MR separator) 4 4 13 

Main cryogenic heat exchanger 
(MCHE)  5 5 43 

Mixed refrigerant compressor suction drum 
(MR comp. suction drum) 4.5 4.5 13 

Mixed refrigerant compressor 
(MR Comp.) 5 12 6 

Cooler for compressor 
(Cooler for comp.) 5 12 6 

Overhead crane 12 19 6 

Sea water cooler 4 
(SW cooler 4) 4 6 5 

Sea water cooler 4 
(SW cooler 5) 4 6 5 

Valve 4 1 1 1 

Valve 5 1 1 1 

* ai,: 장비의 길이, bi: 장비의 폭, hi: 장비의 높이, 
 

4.Liquefaction Process의 장비 최적 
다층 배치를 위한 수학적 최적화 모델 

 
4.1 설계변수(Design Variables) 

 
장비의 최적 다층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Module의 갑판 차지 

면적, 장비의 갑판 별 할당 정보 및 위치 좌표를 설계 변수로 정
의하였으며 아래와 같다(Patsiatzis, 2002). 

 
연속 변수(Continuous variables) 
xi, yi: 장비 i 중심의 x, y 좌표 
zi: i장비에 대해 i장비의 바닥에서부터 Pipe와 연결되는 지점

까지의 높이 
Ri,j: x축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우측에 있을 때 장비 i와 j

중심의 x축 방향 상대적 거리 
Li,j: x축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좌측에 있을 때 장비 i와 j

중심의 x축 방향 상대적 거리 
Ai,j: y축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위쪽에 있을 때 장비 i와 j

중심의 y축 방향 상대적 거리 
Bi,j: y축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아래쪽에 있을 때 장비 i

와 j 중심의 y축 방향 상대적 거리 
Ui,j: 높이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위쪽에 있을 때 장비 i와 

j 중심의 y축 방향 상대적 거리 
Di,j: 높이 방향으로 장비 i가 장비 j의 아래쪽에 있을 때 장비 i

와 j중심의 y축 방향 상대적 거리 
TDi,j: 장비 i로부터 j까지 총 직교 거리(total rectilinear 

distance) 
FA: Module의 한 갑판당 당 차지하는 면적 
Xmax: Module x축 방향 길이 
Ymax: Module y축 방향 폭 
 
이진 변수(Binary variables) 
Vi,k: 장비 i가 k 갑판에 배치되어 있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

로 한다. 
Zi,j: 장비 i가 장비 j와 같은 갑판에 배치되어 있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한다. 
Oi: 장비 i의 Dimension ai 와 bi 중 ai가 x축과 평행 할 경우(즉, 

ai가 장비의 길이 li )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한다. 
E1i,j, E2i,j: Non-overlapping 조건에서 사용되는 이진 변수이다. 
 
여기서 i ,j는 장비 번호이고, k는 갑판 번호이다. 
위 사항을 MR Module에 적용하면 설계변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3 Design variables related with the each equipment (128) 
Equipment xi 

[m] 
yi 

[m] 
Oi 

Vi,k 

No. Name Vi,1 ... Vi,5 

1 MR separator 
on lower deck x1 y1 O1 V1,1 ... V1,5 



 

 

2 MR separator 
on upper deck x2 y2 O2 V2,1 ... V2,5 

3 MCHE  
on A deck x3 y3 O3 V3,1 ... V3,5 

4 MCHE  
on B deck x4 y4 O4 V4,1 ... V4,5 

5 MCHE  
on C deck x5 y5 O5 V5,1 ... V5,5 

6 MCHE  
on D deck x6 y6 O6 V6,1 … V6,5 

7 MCHE  
on E deck x7 y7 O7 V7,1 … V7,5 

8 
MR Comp. 

suction drum on 
lower deck 

x8 y8 O8 V8,1 … V8,5 

9 
MR Comp. 

suction drum on 
upper deck 

x9 y9 O9 V9,1 … V9,5 

10 MR Comp. x10 y10 O10 V10,1 … V10,5 

11 Cooler for 
comp. x11 y11 O11 V11,1 … V11,5 

12 Overhead crane x12 y12 O12 V12,1 … V12,5 

13 SW water 4 x13 y13 O13 V13,1 … V13,5 

14 SW water 5 x14 y14 O14 V14,1 … V14,5 

15 Valve 4 x15 y15 O15 V15,1 … V15,5 

16 Valve 5 x16 y16 O16 V16,1 … V16,5 

 

Table 4 Design variables related with the connection between equipment (98) 
No. From equipment i to 

equipment j 
Ri,j 

[m] 
Li,j 

[m] 
Ai,j 

[m] 
Bi,j 

[m] 
Ui,j 
[m] 

Di,j 
[m] 

TDi,j 
[m] 

1 1 to 4 R1,4 L1,4 A1,4 B1,4 U1,4 D1,4 TD1,4 

2 4 to 15 R4,15 L4,15 A4,15 B4,15 U4,15 D4,15 TD4,15 

3 15 to 4 R15,4 L15,4 A15,4 B15,4 U15,4 D15,4 TD15,4 

4 2 to 5 R2,5 L2,5 A2,5 B2,5 U2,5 D2,5 TD2,5 

5 5 to 6 R5,6 L5,6 A5,6 B5,6 U5,6 D5,6 TD5,6 

6 6 to 16 R6,16 L6,16 A6,16 B6,16 U6,16 D6,16 TD6,16 

7 16 to 7 R16,7 L16,7 A16,7 B16,7 U16,7 D16,7 TD16,7 

8 3 to 8 R3,8 L3,8 A3,8 B3,8 U3,8 D3,8 TD3,8 

9 9 to 10 R9,10 L9,10 A9,10 B9,10 U9,10 D9,10 TD9,10 

10 10 to 13 R10,13 L10,13 A10,13 B10,13 U10,13 D10,13 TD10,13

11 13 to 10 R13,10 L13,10 A13,10 B13,10 U13,10 D13,10 TD13,10

12 10 to 14 R10,14 L10,14 A10,14 B10,14 U10,14 D10,14 TD10,14

13 10 to 11 R10,11 L10,11 A10,11 B10,11 U10,11 D10,11 TD10,11

14 11 to 10 R11,10 L11,10 A11,10 B11,10 U11,10 D11,10 TD11,10

 

Table 5 Design variabl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quipment (360) 
             Equipment j  

Equipment i 1 2 … 16 

1 - Z1,2, E11,2, E21,2 … Z1,16, E11,16, E21,16

2 - - … Z2,16, E12,16, E2216

� � � � � 

15 - - - Z15,16, E115,16, E215,16

16 - - - - 

 
여기에 Module의 한 갑판 당 차지하는 면적(FA), Module x축 

방향 길이(Xmax) 그리고 Module y축 방향 폭(Ymax)을 고려하면 총 
설계변수의 개수는 589개 이다. 

 
4.2 제약조건(Constraints) 

4.2.1 등호제약조건(Equality Constraints) 
 

1) Deck constraints 
각각의 장비는 한 갑판에 할당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으며(Patsiatzis, 2002), 모든 장비들에 적용하게 되면 
총 16개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1

1
NF

i k
k

V
=

=∑                                 (1) 
where i = 1,2,…,16 
       NF: Number of deck (=5) 
 

2) Equipment orientation constraints 
장비들의 방향과 관련된 변수 Oi로부터 장비의 길이와 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할 수 있으며(Patsiatzis, 2002), 모든 장비들에 
적용하게 되면 총 32개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1i i i i il a O Oβ= + −                        (2) 

i i i id a lβ= + −                             (3) 
where i = 1,2,…,16 

li: 장비의 길이(x축 방향 길이) 
di: 장비의 폭(y축 방향 길이) 

 
3) Distance constraints 

장비 i와 장비 j가 Table 2와 같이 Pipe로 연결되어있을 때, 
장비 i에서부터 장비 j까지의 Pipe 길이를 구하기 위해 Pipe가 
연결되는 지점이 각 장비의 x축과 y축 방향으로 중점에 해당한다
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장비 i와 장비 j사이의 x축 및 y축 방향 



 

 

Pipe길이를 아래와 같이 장비들 중심간의 상대적 거리로 구하였
다(Patsiatzis, 2002). 

 
ij ij i jR L x x− = −                           (4) 

ij ij i jA B y y− = −                           (5) 
where 장비 i와 j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을 경우 
 
그리고 MCHE처럼 장비는 하나이지만 Pipe가 여러 번 연결

되며, 높이 방향으로 서로 다른 지점에 연결된다는 것을 고려하
기 위해, 높이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비에 Pipe가 연결되는 
지점인 zi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 )

1

NF

ij ij ik jk i j
k

U D H k V V z z
=

− = − + −∑           (6) 
where 장비 i와 j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을 경우 

NF: Number of deck (=5) 
H: Height between decks (=8 m) 

 
Table 6 Value of Zij 

zi z1 z2 z3 z4 z5 z6 z7 z8 z9 z10 z11 z12 z13 z14 z15 z16

value 1 m 4 m 6 m 1 m 5 m 2 m 4.5 m 6 m 4 m 5 m 0 0 2.5 2.5 7 4.5

 
이를 통해 장비 i와 장비 j사이의 총 Pipe 길이(장비 i로부터 j

까지 총 직교 거리, Total rectilinear distance)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ij ij ij ij ij ij ijTD R L A B U D= + + + + +             (7) 

where 장비 i와 j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모든 장비간의 연결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총 56개의 등

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4) Land area constraints 
Module의 한 갑판 당 차지하는 면적(FA)는 Module의 x축 방

향 길이(Xmax)에 와 Module의 y축 방향 길이(Ymax)의 곱을 통해 구
하며, 이들의 값은 3.2.2 부등호제약조건의 2) Additional layout 
design constraint 와 관련이 있다. 이때 Module의 y축 방향 길
이 경우 Fig. 2와 같이 장비들의 유지 보수 및 이를 위한 보조 
장비들의 배치를 위한 Maintenance area가 y축 방향으로 갑판
의 제일 끝에서 원점 방향으로 9m까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max max( 9)FA X Y= +                        (8) 

 
5) Equipment constraints: multi-deck 

갑판간의 높이(H=8m) 보다 높이 방향으로 긴 장비 경우 2개 
이상의 갑판 걸쳐 배치된다. MR module에서는 MR separator가 
2개의 Deck, MCHE가 5개의 Deck 그리고 MR comp. suction 

drum이 2개의 Deck에 걸쳐 배치되어있다. 이를 고려해주기 위
해 설계 변수 정의 시 고려하는 Equipment의 수를 Deck에 걸치
는 수만큼 늘려주었으며, 동일한 Equipment에 대해 아래 등호 
제약조건 식과 같이 평면도로 보았을 때 장비의 x축 및 y축 중심
이 같음을 도출 하였다. 

MR separator에 대해 
1 2x x=                                   (9) 
1 2y y=                                  (10) 

 
MCHE에 대해 

1i ix x +=                                 (11) 
1i iy y +=                                 (12) 

where i = 3,4,5,6 
 
MR comp. suction drum에 대해 

8 9x x=                                  (13) 
8 9y y=                                  (14) 

 
MR comp. 경우 아래 갑판에는 가열된 MR comp.을 냉각시

키기 위한 Cooler for comp.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 갑판에는 
MR comp.의 유지 보수를 위한 Overhead crane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장비 서로간의 x축 및 y축 중심이 같
다는 아래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 하였다. 

 
10 11x x=                                 (15) 
10 12x x=                                 (16) 
10 11y y=                                 (17) 
10 12y x=                                 (18) 

 
그리고 동일한 장비에 대해 높이 방향으로 Deck에 연속적으

로 할당되어있음을 고려하기 위해 아래의 등호 제약조건 식을 
도출 하였다. 

MR separator에 대해 
4

1, 2, 1
1

1k k
k

V V +
=

=∑                           (19) 
 
MCHE에 대해 

3, 4, 1 5, 2 6, 3 7, 4 1k k k k kV V V V V+ + + + =                (20) 
where k = 1 

 
MR comp. suction drum에 대해 

4

8, 9, 1
1

1k k
k

V V +
=

=∑                           (21) 
 

MR comp., Cooler for comp. 그리고 Overhead crane에 대
해서도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3

11, 10, 1 12, 2
1

1k k k
k

V V V+ +
=

=∑                     (22) 
 

이를 통해 총 20개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4.2.2 부등호제약조건(Inequality Constraints) 
 

1) Non-overlapping constraints 
우선 장비 i와 장비 j가 같은 갑판에 배치되어있는지를 판단하

는 변수 Zi,j는 아래와 같은 부등호 제약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
으며, 부등호 제약조건 1,800개를 도출할 수 있다. 

 
1ij ik jkZ V V≥ + −                          (23) 

where i = 1,2,…,15, j = i +1,…,16, k=1, 2, …,5 
 

1ij ik jkZ V V≤ − +                          (24) 
where i = 1,2,…,15, j = i +1,…,16, k=1, 2, …,5 
 

1ij ik jkZ V V≤ + −                          (25) 
where i = 1,2,…,15, j = i +1,…,16, k=1, 2, …,5 
 
도면상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장비 i와 장비 j가 같은 갑판에 

할당될 경우(Zij = 1), 두 장비끼리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으로 겹
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Zij = 1 일 때, 아래의 4개의 부정방
정식들 중 최소한 하나의 식 이상을 만족해야 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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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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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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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where i = 1,2,…,15, j =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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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where i = 1,2,…,15, j = i +1,…,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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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d d

y y
+

− ≥                          (28) 
where i = 1,2,…,15, j = i +1,…,16 

 

2
i j

j i
d d

y y
+

− ≥                          (29) 
where i = 1,2,…,15, j = i +1,…,16 
 

위 (26)~(29)의 제약조건 식들 경우 항상 Zij=1 일 경우만 작
동하는 부등호 제약조건식이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식을 만족
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 하면 아래와 같다
(Patsiatz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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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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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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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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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이 때, M은 각 부등호 제약조건 식에서 괄호 안의 항이 양수
일 경우 부등호 제약조건이 항상 만족할 정도로 큰 양수 이며, 
이 경우 부등호 제약조건은 제약조건 식으로서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결정해주는 변수가 E1ij와 E2ij이
며 이는 식 (26)~(29)에 따라 결정된다.  

즉, j>i를 만족하는 모든 i, j에 대해 식 (26)이 만족할 경우 E1ij 
=0, E2ij=0로 정의되며, 이는 부등호 제약조건 (30)을 작동하게 
한다. 식 (27)이 만족할 경우 E1ij =1, E2ij=0로 정의되며, 이는 부
등호 제약조건 (31)을 작동하게 한다. 그리고 식 (28)이 만족할 
경우 E1ij =0, E2ij=1로 정의되며, 이는 부등호 제약조건 (32)을 작
동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식 (29)기 만족할 경우 E1ij =1, E2ij=1로 
정의되며, 이는 부등호 제약조건 (33)을 작동하게 한다. 여기서 
E1ij와 E2ij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등호 제약 조건 식에 해당하며, 
총 240개의 등호 제약 조건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Binary 
variable constraints for Non-overlapping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위 (30)~(33)식에서 Safety를 고려하기 위해 장비간의 거리
가 최소 4m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식 (30)~(33)들은 아래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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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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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5, j = i +1,…,16 
 
이를 통해 480개의 부등호 제약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Non-

overlapping constraints로부터 총 2280개의 부등호 제약조건 식
을 도출할 수 있다. 



 

 

 
2)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 

최저 갑판인 A Deck와 MR compressor가 배치되는 갑판에는 
사람들의 작업 및 통행을 위한 공간(Working space)을 위해 장
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각각 갑
판 면적에 5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부
등호 제약조건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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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ergency Area Constraints 

Safety를 고려하기 위해 최상위 Deck인 E Deck에서는 시스
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압력을 배출 및 감소시켜주기 위한 Safety Facilities를 위해 다른 
장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최상
위 Deck 면적에 6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를 부등호 제약조건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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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dditional layout design constraint 

Fig. 2와 같이 각 Deck에 장비 배치 시 장비와 Deck를 이루
는 변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점 좌표에 대해 아래의 부등호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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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6 

 

이를 통해 총 32개의 부등호 제약조건 식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갑판은 모든 장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Fig. 2와 같이 장

비와 Deck를 이루는 변들 사이의 거리는 최소 3m 이상으로 가
정하였다. 그러므로 갑판의 x축 및 y축에 대한 길이는 아래의 부
등호 제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Maintenance area와 장비 
사이에는 최소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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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 = 1,2,…,16 
 

이를 통해 총 32개의 부등호 제약 조건식을 도출할 수 있다. 
 

4.3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 문제에서는 장비를 배치하는데 드는 

총 비용(Layout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사용한다. 
장비를 배치하는데 드는 비용에는 장비 사이의 총 Pipe 길이에 
대한 비용, Pipe내에서 위로 흐르는 물질을 위한 Pump 사용 비
용, Pipe내에서 수평으로 흐르는 물질을 위한 Pump 사용 비용, 
층수에 따른 비용 및 한 층이 차지하는 총 면적에 대한 비용이 
있으며(Patsiatzis, 2002), 그 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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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where i = 1,2,…,16, j = 1,2,…,16 

fij : Pipe내 물질이 장비 i에서 장비 j로 흐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Cc
ij : 장비 i와 장비 j 사이에 Pipe로 연결 시 드는 비용 계수 

Cv
ij : 장비 i와 장비 j 사이의 Pipe에서 물질의 수직이동을 위한 Pump

사용 비용 계수 
Ch

ij : 장비 i와 장비 j 사이의 Pipe에서 물질의 수평이동을 위한 Pump
사용 비용 계수 

FC : Plant의 층수와 관련된 비용 계수 
LC : 한 층이 차지하는 총 면적에 대한 비용 계수 
 

MR module 경우 Compressor가 설치되어 물질이 고압의 상
태로 흐르기 때문에 Pipe 내 물질 이동 시 Pump와 같은 장비가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층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층수와 관련
된 항도 목적함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의 
대상에 적용시키면 목적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때 한 층이 차
지하는 총 면적에 관련된 비용 계수가 Pipe로 연결 시 드는 비
용 계수의 10배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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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iquefaction Process의 장비 최적 다층배치를 위한 
수학적 최적화 모델 요약 

 
위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각에 해당하는 개수이다. 
 
Objective function: Minimize W(X) 
Constraints: 
   (Equality constraints)[365] 

- Deck constraints [16] 
- Equipment orientation constraints [32] 
- Distance constraints [56] 



 

 

- Land area constraints [1] 
- Equipment constraints: multi-deck [20] 
- Binary variable constraints for Non-overlapping [240] 

(Inequality constraints)[2347] 
- Non-overlapping constraints [2280] 
-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 [2] 
- Emergency Area Constraints [1] 
- Additional layout design constraint [64] 

where X={xi, yi, zi, Ri,j, Li,j, Ai,j, Bi,j, Ui,j, Di,j, TDi,j, FA, Xmax, Ymax, Vi,k, 
Zi,j, Oi, E1i,j, E2i,j} are the design variables. 

 
즉, LNG FPSO Liquefaction Process에서 MR Module의 장비 

배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589개의 설계 변수, 365개의 등호 제약 
조건 및 2,347개의 부등호 제약 조건을 가진 최적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5.Liquefaction Process를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 결정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식화 된 수학적 최적화 모델을 이용하
여 LNG FPSO Liquefaction process를 위한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를 결정 하였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Genetic Algorithm) 방법과 SQP(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방법을 혼합한 Hybrid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본 저자들이 기존에 개발한 최적화 프로그램인 
EzOptimizer(Lee, et al., 2002)를 이용하였다. 이때 설계 변수들
의 초기값은 각 설계 변수의 상 하한값 내에서 임의로 선택되었
다. 

아래의 Table 7은 최적화 수행 결과 얻어진 설계 변수들의 값
이며, 이를 도면에 표현하면 Fig.3과 같다.  

 
Table 7 Result of t he optimal multi-floor plant layout for the liquefaction process of 

the LNG FPSO 
Equipment xi 

[m] 
yi 

[m] 
Oi 

Vi,k 

No. Name Vi,1 Vi,2 Vi,3 Vi,4 Vi,5 

1 MR separator 
on lower deck 20 12 1 0 1 0 0 0 

2 MR separator 
on upper deck 20 12 1 0 0 1 0 0 

3 MCHE  
on A deck 20 6 1 1 0 0 0 0 

4 MCHE  
on B deck 20 6 1 0 1 0 0 0 

5 MCHE  
on C deck 20 6 1 0 0 1 0 0 

6 MCHE  20 6 1 0 0 0 1 0 

on D deck 

7 MCHE  
on E deck 20 6 1 0 0 0 0 1 

8 MR Comp. suction 
drum on lower deck 20 20 1 0 1 0 0 0 

9 MR Comp. suction 
drum on upper deck 20 20 1 0 0 1 0 0 

10 MR Comp. 10 11 1 0 0 1 0 0 

11 Cooler for comp. 10 11 1 0 1 0 0 0 

12 Overhead crane 10 11 1 0 0 0 1 0 

13 SW water 4 21 11 0 0 0 0 0 1 

14 SW water 5 6 11 0 0 0 0 0 1 

15 Valve 4 15 7 0 0 1 0 0 0 

16 Valve 5 14 7 0 0 0 0 0 1 

Xmax 26.0 m Ymax 31.8 m FA 826.8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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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Result of t he optimal multi-floor plant layout for the liquefaction process of 
the LNG FPSO (Plan view) 

 
Ri,j, Li,j, Ai,j, Bi,j, Ui,j, Di,j, TDi,j, Zi,j, E1i,j, E2i,j 값은 Table 7의 값들부

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얻어진 최적 장비 배치 결과가 4.2 제약조건을 만족하는지 살
펴보았다. 우선 Table 7의 결과를 도면으로 Fig.3과 같이 표현한 
결과 4.2.2의 1) Non-overlapping constraints 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2)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 경우 A deck에서는 
장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이 68%
이며, MR compressor가 설치된 C deck에서는 57%로 둘 모두 
50%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다. 3)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 경우 E Deck에서 장비 배치 및 Maintenance area에 
해당되지 않는 공간의 비율을 구해본 결과 62%로 기준 값인 
60% 이상으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 Additional 
layout design constraint 도 모든 장비들과 Deck를 이루는 변들 
사이의 거리고 3m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2)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의 A deck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조건들 경우 기준과 매우 
근소한 차이(2~7%)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한 결과값이 최적의 값에 가까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6.결 론 
본 논문에서는 Safety를 고려하여 Multi-deck인 LNG 

FPSO의Liquefaction process 중 DMR cycle의 MR module에 
대해 장비의 최적 다층 배치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변수
로 장비의 위치와 장비 배치 후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땅의 면적
을 정의하였으며, Safety 관련 제약조건 및 갑판간의 높이 보다 
높이 방향으로 큰 장비가 갑판을 관통하는 것을 고려하여 
Layout cost를 최소화(목적 함수)하기 위한 수학적 최적화 모델
을 정식화 하였다. 그 후 GA(Genetic Algorithm) 방법과 SQP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방법을 혼합한 Hybrid 최
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해를 구하였으며, 구한 해의 값이 
제약조건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2) 
Working space area constraints의 A deck과 관련된 제약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조건들 경우 기준과 매우 근소한 차이
(2~7%)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한 결과값이 최적의 값에 가까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 
외 현재 LNG FPSO는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얻어진 장비
의 최적 다층 배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은 추후 진행할 예정이
다.  

향후에는 현재 정식화 된 부분에서 TNT equivalency method
와 같은 위험도 관련 실험 Data를 추가 고려하여 Safety측면서 
좀 더 현실적인 고려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또한 
장비와 장비 사이의 Pipe연결시 배관의 크기 및 경로를 추가 고
려하여 좀 더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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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USN 기반의 선박 내 화재 대피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인하대학교), 이경호(인하대학교), 김대석(인하대학교), 이정민(인하대학교), 김진호(인하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무선센서네트워크로 이루어진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수집하면서 선박 내 화

재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감지하여 소방 방재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유도등과 함께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화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안전지대까지 사람들을 안내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 대피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안전지대까지 최단거리 경로를 찾는 방법에 미로 찾기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캐릭터의 동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있어 화재 시에 야기될 수 있는 사람들의 밀집으로 인한 혼란이나 대피 경로 상

에 존재할 수 있는 장애물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박내부를 가정하는 건물의 평면도를 기반으로 USN 시스템을 구축하고 센서를 이용하여 평상시나 화재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본 연구를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안전하고 신속

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명피해 감소 및 선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일반적인 화물선보다 FPSO나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비롯해 초대형호화선박인 크루즈선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

정이다.

Fig. 1 World cruises demand and supply outlook

지금까지 국내 조선소들은 선체를 만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크

루즈선의 주요 고객인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나 디자

인 기술이 미흡하여 크루즈선 시장에 발을 들여 놓지 못했으나 

세계적으로 크루즈선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미래 조선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은 관심이 

몰려있고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STX 조선에서 제작한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Oasis of 

the Seas)'호의 경우 22만톤급 크루즈선으로 전장 360m, 폭 

47m의 크기를 가진 선박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9,400여명 수용이 가능하며 전체 2,700개의 객실과 축구장 크기

의 실내공원이 존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이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크루즈선은 평상시 승객들에

게 숙식, 오락, 운동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비상상황에서도 항상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에 고립된 

상황으로 인한 대피로의 한정과 협소한 피난경로 및 구조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0년에 일어난 Scandinavian Star 여객선

의 화재 당시 탑승한 승객 158명 중 125명이 연기에 의해 질식

사한 사실은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연기를 차단하는 방연시스템

의 중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승객들의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대

피경로 이동이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준다.

보통 크루즈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승무원이나 선원들과 달

리 배의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

한 패닉으로 인해 공간인지능력 및 판단력을 상실하여 신속한 대

피로 선정 및 대피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USN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화재정보를 실시간 전송하고 대피 

경로 상에 존재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는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모의 실험을 통해

서 안전성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2 관련 연구

현재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은 HA(Home Automation)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

존의 유선센서네트워크의 단점을 극복하여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이나 감시 대상을 모니터링하

고 필요한 경우 센서를 통해 기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USN 기반

의 통합화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점과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인명 및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선주들의 안전에 대

한 만족감을 높였으며 야간 경비 인력의 감소와 불필요한 출동 

사례를 줄여 시스템 점검의 편리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도 하였

다.

Fig. 2 UI of fire guard system based USN (DSME)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한 화재대피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서, 김현숙 등은 Dijkstra(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 노드와 노

드 사이에 가중치를 부여한 후 화재 발생 후 자신의 현재 위치에

서 비상구까지 최단거리를 구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건물

의 모형에 적용해 구현하여 화재 감지 및 대피를 위한 최단거리 

방향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정일 등은 화재발생 시 적절한 대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기존의 비상구 유도등 시스템을 개량하여 무선센서네트워

크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의 유도등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대피 정

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황광일 등은 선박 화재 시 선내의 연기농도가 승

객의 피난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운항실습선 모의실험

을 통해 피난경로와 피난시간을 비교분석하여 보고하였다.

2. 시스템 개요

크루즈선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수천명의 사람과 객실을 보유

하고 있는 대형 선박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대형 고급 

호텔의 구조와 다를 바 없으나 단지 운용되고 있는 위치가 해상

이다 보니 제한된 탈출 대피로 및 안전지대가 존재하고 화재발생 

시 외부로부터 구조 지원을 받는데 있어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에 있는 대형 건물의 평면도를 기반



으로 2D 맵을 모델링하여 모의 가상 실험을 진행하여 실제 선박

에서의 탈출 과정을 재현하고자 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치

에 따른 최적의 대피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1 A* Algorithm

A* 알고리즘은 초기시작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의 경로를 찾

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으로써 타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과의 차

이점으로는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휴

리스틱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탐색 알고리즘 중에

서 효율성이 높은 A* 알고리즘은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되

는데, 특히 게임에서와 같이 여러 장애물이 있는 맵상에서 목표 

위치까지의 경로를 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진다. 

A* 알고리즘은 두 종류의 상태 목록을 관리하는데 하나는 아

직 조사하지 않은 상태들 담은 ‘열린 목록(Open List)'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조사한 상태들을 담은 ’닫힌 목록(Closed List)'이다. 

알고리즘의 시작에서 닫힌 목록은 비어 있으며 열린 목록은 오직 

시작상태의 위치값만을 가지고 있다. 반복된 과정을 통해 알고리

즘은 열린 목록의 상태들 중 가장 유망한 것을 가져오고 열린 목

록에서는 제거된다. 만약 그 상태가 목표가 아니면 이웃한 위치

들로 확장을 한다. 이웃 위치들이 새로운 것이면 열린 목록에 넣

고 이미 열린 목록에 있고 새로운 것의 경로가 이전 것보다 비용

이 적을 경우 위치 정보를 갱신한다. 만약 그 위치들이 이미 닫

힌 목록에 있는 것이라면 그냥 무시한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열린 목록을 채울 수 없다면 시작 위치로부터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a) node deployment

(b) result of algorithm

Fig. 3 Example of A* algorithm

2.2 Zigbee based Ubiquitous Sensor Network

RF송수신 모듈을 갖춘 장치에 달린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프로세서를 통해 정보로 적절히 변환

할 수 있는 소형장치가 바로 Zigbee이고 이런 Zigbee를 기반으

로 하는 USN은 센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위를 제안할 수 있는 사용

자와의 Interactive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USN 시스템은 저비용 및 저전력 장치들의 기술 개발과 더불

어 무선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현가능해졌고 현재도 계속해

도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선박 내에서 무선 센서 네트워

크 통신은 강재로 이루어진 환경이나 복잡한 의장용품으로 인해 

일반적인 환경에서처럼 데이터 전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통신 기법이 Mesh networking을 통해

서 다수의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이동 경로상에 전파 방해

물이 존재하더라도 우회 경로를 통해 데이터의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Zigbee Router를 통

해 유선 Backbone network로 중앙통제실로 전송하여 다시 사용

자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다. 아래 Fig. 4는 선박

에 설치되어 있는 Backbone network와 각 장치와의 연결을 도

식화한 그림이다.

Fig. 4 Framework for Network and Design of USN

2.3 Knowledge based system

센서에 의한 화재 감지 시 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

한 빨리 유도등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승무

원이나 선원들을 제외한 크루즈선에 있는 수천명의 사람들은 배

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시 연기로 인한 

시야제한 및 혼란으로 안전지대로 유도되지 못하고 사고현장에

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지식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크루즈선의 설

계도면을 바탕으로 탑승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평상시 대피 

훈련의 결과값을 분석, 정리하여 도출된 정보에 따라 개개인에게 

최적의 상황대처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Fig. 5 Knowledge based system

3. 시스템 구현

3.1 시스템 구성

화재 발생 시 탑승객들에게 효율적이면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들은 각 기준에 따른 분

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승객들의 

위치는 선박내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평면도에 나타낼 수 있

도록 하였다.

3.2 실시간 화재 모니터링 

앞서 기술한대로 선박내부 강재로 인한 전파방해를 피해 다수

의 경로로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Fig. 6 Framework for USN

기존에 있던 유선 Backbone network를 이용하여 Zigbee 라

우터를 일정한 구역마다 배치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Zigbee 센서노드를 설치해서 화재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때 Zigbee 센서노드 간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TinyOS 

기반의 nesC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Zigbee 모듈에 입력해 놓

으면 Mesh networking으로 노드 스스로 장애물을 우회하여 통신

경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Fig. 7은 Mesh 

networking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도식화 해놓은 것이다.

Fig. 7 Mesh networking

Mesh networking을 통해 Zigbee router까지 전송된 데이터는 

PLC를 통해서 중앙통제실로 수집되어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모

니터링하고 관리자 및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데이터의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 (1)

  ×
 ×  × 

 (2)


 

 ××
 (3)

여기서  
는 섭씨온도 (℃), 는 온도값이 보상되지 않은 

는 보상된 상대습도(%), 와 는 각각 온도습도와 습도

센서의 raw 출력(V)을 의미한다.

아래 Fig. 8은 센서를 통해서 감지된 데이터를 통해 화재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Flow chart이다.

Fig. 8 Monitoring flow chart

온도센서와 습도센서로부터 얻은 두 개의 raw 데이터는 14bit 

및 12bit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16진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값으로 대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진

수변환을 해주게 되고 이후 들어온 값과 이미 프로그램에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를 한 후 두 데이터 모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시 

기존의 DB와 비교하여 특이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기존에 입력

된 정보와 비교하여 위급상황이 발생됐다는 판단 시에는 알람을 

울려서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시스템을 가동시

키도록 한다.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오작동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값이나 상황을 미리 

DB에 저장해 놓아서 불필요한 작동이나 혼란을 미리 방지하도록 

한다. Fig. 9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온습도 데이터를 그

래프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기



록하는 USN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구동 모습이다. 

Fig. 9 USN monitoring program 

3.3 지식 기반 최적 탐색 알고리즘

빠른 속도로 최단 경로 탐색을 하기 위해 A* 알고리즘을 이용

하고, 여기에 안전성을 감안하여 경로를 설정하고자 경로설정 비

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파라미터 값을 지정하여 경로 탐색에 반영

한 것이 지식 기반 최적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다.

일반적인 A* 알고리즘은 적절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로 탐색 

알고리즘으로서 넓이 우선과 깊이 우선 탐색을 조합하고 목적지

까지 거리를 고려하여 최적의 비용을 찾아가는 Heuristic 기법을 

사용한다. 아래 Fig. 10은 크루즈선의 내부평면도라고 가정한다.

Fig. 10 Plan view of cruise

좌측의 평면도를 그리드로 나눠 2D 맵으로 변환한 화면이 바

로 우측화면이다. 검은색으로 음영표시된 부분은 블록을 의미하

고 이 부분은 장애물로써 사람들의 이동이 불가하다. 

화재발생시 위 평면도에서 사람들이 찾아가야할 비상구는 상

단 부분과 하단부분에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A* 알고리즘을 이

용하면 평면도 중앙부분에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상단 비상구쪽으로 대피경로를 설정할 것이다.

하지만 진하게 채색된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단

순한 A* 알고리즘이 지정하는 경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A* 알고리즘에 지식 기반의 최적 탐색 여건

을 부여하여 경로를 설정하게 하면 우선 M*N의 2차원 배열로 평

면도를 지정하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와 탈출해야 하는 

비상구, 그리고 벽으로 막힌 블록을 구분해서 위치를 결정한다. 

이 후 화재발생 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평면도상에 

위치하는 모든 비상구를 검색한다. 이 후 입력된 위치정보를 바

탕으로 비상구까지의 최적경로를 검색한다. 최적경로 검색 시 비

상구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지점과의 인접성과 복도의 

넓이, 그리고 대피로상의 혼잡도 등을 파라미터로 포함하여 검색

을 하고 최단경로와 비교하여 경로 검색을 마친다. 최단경로보다 

대피시간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값을 변화시

켜 재검색을 실시한다. Fig. 11은 A* 알고리즘과 지식 기반 최적 

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경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11 Knowledge based optimal search algorithm

4. 프로토 타입 구현 및 결과

4.1 프로토 타입 디바이스

테스트를 위한 프로트 타입 장치의 구성은 Table 1과 Fig. 12

과 같다.

Table 1 Device specification

Device Spec.

Zigbee(Kmote-S1)

InPut 2.7~3.6 V

Base TelosB

Support TinyOS 1.x/2.x

Interface USB

Sensor SHT11

Smart phone
Company Sony Ericsson

OS Android 2.1

Fig. 12 Smart phone and sensor device module

프로토 타입으로 사용된 Kmote 시리즈는 MEMSIC社에서 개

발한 IEEE 802.15.4 표준을 지원하는 최초의 센서노드인 Telos 



계열의 Telos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MCU로는 TI(Texas 

Instruments)社의 MSP430을 사용하고 있으며 RF 트랜시버로는 

CHIPCON社의 CC2420 RF칩을 사용하고 있다.

Telos에서 사용한 MSP430의 장점으로는 Wakeup time이 6 

㎲로 극히 짧고 소모 전력은 동작시와 슬립모드일때 3㎽, 6㎼로 

다른 기기들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는 같은 배터리를 사

용하더라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Y ERICSSON社의 X10 Mini Pro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2.1기반의 핸드폰으로 2.5인치의 QVGA(320X240) 해상도를 가

지고 있다.

4.2 구현 결과

아래 Fig. 13은 건물내부를 크루즈선이라 가정하고 화재발생

상황을 설정하여 재난상황 및 대피경로를 승객의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영상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화재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안전지대까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사용자 개개인

에 맞춘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Fig. 13 Result of prototype implement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에서 Zigbee를 이

용한 무선센서네트워크와 유선 Backbone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진 USN을 기반으로 감시지역의 데이터를 획득한 후 화재발생 시  

지식기반의 최적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USN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내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이동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전이 같은 돌발 상황을 인지하여 2차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프로토 타입 구

현 결과 알 수 있었다.

USN과 지식기반 최적 탐색 알고리즘의 결합을 통해 화재 상

황에서도 빠른 상황전파와 정보 전달력을 확보하고 상황과 위치

에 따른 맞춤형 대피경로 안내시스템은 기존의 것과 비교 분석을 

해보더라도 탐색시간이나 대피시간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화재 현장에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피경로를 신속하게 안

내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정기적인 센서감시로 선박의 안정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산화탄

소나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추

가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는 크루즈 내

부는 실내이다 보니 위성 GPS가 아닌 Indoor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획득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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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박의 복잡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크

루즈 선박의 경우 많은 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으로써, 대형 해양사고의 위험이 큰 선종이다. 

크루즈 선박은 2010년 7월 이후로 Safe Return to Port Rule이 적용되며 안전성에 대한 Rule이 

강화되었다. 그렇기에, 크루즈 선박의 의장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험도 평가와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 선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 대상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의장시스템 위험

도 평가와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평가방법 모두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

았으며, 추가로 두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Redundancy Design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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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에 대한 법규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는 

바로 대형 해양사고 위험의 증가이다. 선박의 

고속화 및 대형화, 그리고 요즈음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떠오르는 대형 여객선의 등장으로 인

해 대형 해양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박에 대한 안전성

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특히, RoPax, Cruise Ship과 같은 많은 

Crew와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

성이 더욱이 중요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는 Passenger Ship의 안전

성과 관련된 신규 Rule을 발표하였으며, 바로 

이 Rule이 Safe Return to Port Rule이다.

이 신규 Rule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

되는 여객선에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며, 기존

의 안전성 평가 방법과 함께 병행하여 여객선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선박의 여러 시스템들 

중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대상으로 정

량적인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위

험도 분석인 기기 자체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

는 위험도 분석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정량적 위험도 분석인 

Compartment를 바탕으로 하는 위험도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다. 

또한 System에 잉여설계 (Redundancy)가 

부여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한 

System에 대해서도 기존의 위험도 분석과 Safe 

Return to Port Rule 위험도 분석 모두를 수행

하였다.

2. 기존의 위험도 분석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2.1 기존의 위험도 분석

기존의 위험도 분석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즉, 컴포넌트

(Component) 자체가 갖는 고장확률을 기반으

로 시스템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컴포

넌트가 갖는 고장확률에 대해서는 고장확률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확률기반의 접

근방법을 통해 이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장확률을 과거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위험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출처는 Offshore 

Reliability Data Book인 ORDEA 2009에서 과

거 데이터를 얻어 사용하거나,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 MILITARY HANDBOOK의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onics Equipment 부분에서 

데이터를 추측하여 위험도 분석에 사용할 데이

터를 마련하였다.

컴포넌트 자체가 갖는 고장확률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는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

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기가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가는 중요한 분석 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었으며, Pipe와 Cable같은 Static 

-컴포넌트는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외 시스템의 메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2.2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

도 분석

Safe Return to Port Rule은 위한 위험도 

분석은 기존의 위험도 분석과는 다른 개념을 

적용한 Rule로써, 기기 자체가 갖는 고장확률

이 아닌 화재와 침수, 이 두 가지 재난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위험도 분석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방법을 비교해보면 정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기기 자체가 갖는 고장확률이 아닌 해당 시스

템의 컴포넌트가 위치한 Compartment가 침수

와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

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한다. 즉, 한 



Compartment 내부에 컴포넌트와 Static-컴포

넌트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곳이 화재나 

침수에 대해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 

Compartment에 있던 모든 컴포넌트들은 고장

이나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컴포넌트가 어느 곳에 위치하였

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Static-컴포넌트 또한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방법이다. 

3. Case Study 대상 선박 및 System

3.1 Case Study 대상 선박

Case Study를 수행하기 위한 대상 선박으

로는 국내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R&D 

Cruise Vessel로 하였으며, R&D Cruise 

Vessel의 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R&D Cruise Vessel의 승선 승객 수는 3400

명이고, LOA는 282m, Breadth 40m, Depth 

11.4m, Design Draft 8.3 이다. 이는 총톤수 

약 100,000GT 정도 규모의 크루즈 선박으로, 

최근 건조된 Oasis of the Seas (220,000GT) 

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대형 크루즈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R&D Cruise Vessel은 총 18개

의 Deck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개의 Main 

Vertical Zone으로 나뉘어져 있다. 

모든 공간에 대해 A Class Boundary로 나

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침수 구역에 해

당하는 Deck A~ Double Bottom에는 

Compartment에 대해서 A Class Boundary외

에 Flooding Boundary도 설치되어 있다. R&D 

Cruise Vessel의 General Arrangement는 다음

의 그림 2와 같다.

3.2 Case Study 대상 System

Case Study를 수행하기 위한 R&D Cruise 

Vessel의 System으로는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선정하였다.

Power Distribution System은 선박의 모든 

구역에 전력을 전송하는 전력계통 시스템 중 

하나로써, 전장에서의 주요 시스템들인 동력시

스템으로부터 자동화시스템, Lighting 시스템, 

그리고 항해∙통신 시스템 및 기타 시스템에 대

해 전력을 공급하는 선박의 주요 시스템이다.

Power Distribution System은  Safe Return 

to Port Rule이 발효되면서 더욱 중요한 

System중 하나가 되었다. Safe Return to Port 

Rule에서는 선박이 화재와 침수가 발생한 이후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탈출 (Abundant and 

Evacuation)하거나 선박의 자력으로 근처의 항

구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야 할 때(Return to 

Port) 필요한 요구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대해 

SOLAS CH II-2 . Reg 21~22에서 정의하고 

있다. Reg 21의 경우 14개의 시스템과 요구사

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 Power

그림 1 R&D Cruise Vessel의 재원



 Distribution System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아

야 작동하는 시스템 및 요구사항이 11항목이 

있으며, Reg 22의 경우엔 6개의 항목 중 3개

의 항목이 해당한다.

신규 SOLAS Rule에서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필수요구항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

의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중요 시스템에는 분명하며,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한 Diagram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2 Power Distribution System Diagram

3.3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구성

R&D Cruise Vessel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은 선박

의 모든 구역에 전달하는 전력계통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의 기능은 크게 전력 생산기능과 

전력 분배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전력 생산기능은 주로 선박의 

Bulkhead Deck보다 아래쪽인  Deck에서 이루

어지며, Main Generator로부터 생산되는 고전

압의 전력을 Main Switch Board를 통해 고전

압을 필요로 하는 컴포넌트에 전력을 공급하고 

그보다 낮은 전력을 요구하는 컴포넌트에 대해

서는 Transformer(변압기)를 통해 전압강하를 

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다. 

그림 3에서 보면 대상 선박의 Main 

Generator는 Redundancy Design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 곳에서 전력생

산이 일시적으로나, 아예 생산이 불가능해 졌

을 때 다른 한쪽에서 전력 생산을 하여 선박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력 분배기능으로써, 그림 3의 

Deck A를 보면 각 Main Vertical Zone (이하 

MVZ)에 Sub Distribution Board(배전반)가 1개

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ain 

Generator로부터 생산된 전력은 Transformer를 

거쳐 보통 440V~220V의 정도로 전압이 강하

되어 각 구역에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

달이 되는데, 각 구역으로 분배를 하는 1차적

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Sub Distribution 

Board이다. 

Sub Distribution Board는 그림 3에서 보듯

이 각 MVZ마다 한 개씩 설치 되어있으며, 이

를 통해 해당 MVZ의 각 Deck로 전력을 분배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일종의 Switch Board 

역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구역에 전달되는 

전력은 Sub Distribution Board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전반에서 다시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 

구역의 기기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4. Case Study

본 연구에서는 앞의 2장에서 설명한 R&D 

Cruise Vessel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법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방법

을 Case Study 하였으며, 그리고  두 가지 위

험도 분석의 방법에 대해 Redundancy Design

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서도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4.Case Study에서는 각각의 위험도 

분석의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Case Study 결과를 보이도록 하였

다. Case Study의 결과는 대상 선박의 각 구

역별로 즉, MVZ와 Deck로 나누어 그 구역에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을 확률을 결과로 두고 

각 Case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컴포넌트 고장확률
Main Generator 3.10E-01
Main Switch Board 1.17E-03
Transformer 1.40E-01
Sub Distribution Board 1.17E-01

표 1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Component와 
고장확률

4.1 기존의 위험도 분석

기존의 위험도 분석은 앞서 언급하였듯, 기

기 자체가 갖는 고장확률을 기반으로 위험도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Case Study 대

상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을 파악하여 각 컴포넌

트가 갖는 고장확률을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

거나, 데이터를 추측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

한다. 

Case Study 대상 선박에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할 대상 시스템인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속하는 컴포넌트와 고장확률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컴포넌트들의 고장확률은 OREDA 2009 

(Offshore Reliability Data Handbook)으로부터 

구하였다. OREDA Handbook는 OREDA 

Project와 노르웨이 의 석유 이사회의 합작으로 

1981년부터 Safety Equipment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시작한 과제의 결과물이

다. 

그림 3 OREDA Handbook의 신뢰성 데이터 
테이블 형식  

OREDA Handbook은 Offshore와 Subsea장

비에 대한 신뢰성 데이터를 자세하게 고장유형

과 작동시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데이터를 

기록한 신뢰성 데이터 자료이다. 

대상 컴포넌트들 중에서는 Main Generator, 

Main Switch Board, 그리고 Sub Distribution 

Board를 OREDA Handbook을 이용하여 고장

확률을 얻었다. 

세 가지 컴포넌트 모두 Failure Mode는 

Critical일 경우를 적용하였으며, Failure Rate는 

100,000시간에 작동시간에 대한 고장확률을 1

년을 단위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Main Switch Board와 Sub Distribution Board

의 기능은 같기 때문에 같은 값을 적용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Transformer의 경

우 OREDA Handbook에서 고장확률을 얻을 수 

없어 MILITARY HANDBOOK -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ic Equipment 으로부터 작

동환경과 작동온도 등의 여러 Factor를 설정하

여 고장확률을 추측하여 얻을 수 있었다. 

4.1.1 자체고장 - Redundancy (O)

R&D Cruise Vessel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관계를 
각 구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에 대하여 
Fault Tree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4.1.1에서는 자체고장에 대한 Case 
Study 에서 전력 생산부분에 Redundancy를 
부여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Fault Tree가 되
겠다.  

그림 4 Redundancy를 부여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자체고장에 대한 Fault Tree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법을 설명한 내용과 



그림 5 Redundancy를 부여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자체고장에 대한 Fault Tree 계산결과

같이 컴포넌트의 자체 고장확률을 기반으로 위
험도 분석이 이루어지며, Static Component인 
Cable은 위험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Redundancy가 부여된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해 각 구역별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확률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계산 결과 각 구역별로 결과 값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전력을 공급받는 
구역은 서로 다르지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모두 동일하
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4.1.2 자체고장 - Redundancy (X)

4.1.1에서는 전력 생산부분 즉, Main 
Generator, Main Switch Board, 그리고 
Transformer에 대해 Redundancy를 부여한 시
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4.1.2에서는 그림 6과 같이 Redundancy가 부
여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4.1.1과 마찬가
지로 자체 고장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았다. 

Diagram을 보면 Redundancy를 부여한 
Diagram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Transformer를 지나 Sub Distribution 
Board로 연결되는 Cable의 연결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그림3과  두 Diagram의 차이는 두 
개의 Main Generator로부터 생산된 전력이 모
든 구역에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이
다. 두 그림을 대상으로 차이를 설명하면, 
Redundancy를 제거한 System에서는 Main 
Generator 1개가 3개의 MVZ의 전력을 공급한
다. 반면 Redundancy가 부여된 System에서는 
1개의 Generator가 6개의 MVZ에 전력을 모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즉, 그
림 6에서 Main Generator 1번이 고장이나서 
작동이 중단되면 1,2,3 번 MVZ에 속하는 구역
에는 전원공급이 중단된다. 반면에 그림 3의 
Redundancy가 부여된 Diagram에서는 Main 
Generator 1번이 고장이 나더라도 2번에서 생
산된 전력으로 모든 구역에 전력공급을 계속적
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6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 Diagram

전력 생산부분에 대해 Redundancy를 제거
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한 Fault 
Tree는 그림 7과 같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7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자체고장에 대한 Fault Tree

그림 8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자체고장에 대한 Fault Tree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4.1.1에서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역이 동일한 결
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은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법과 다르게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화

재와 침수에 대한 확률을 기반으로 각 

Compartment가 갖는 Casualty Rate를 구하는

데, 해당 Compartment는 화재가 발생할 확률

과 침수가 발생할 확률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

로 해당 Compartment는 화재, 침수 확률 값을 

더한 값이 바로 재난외부요인으로부터의 확률 

값이다. 이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보면 아래 그

림 8과 같다.

그림 9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방법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방법은 기존의 위험도 분석방법의 기기 자

체에 대한 고장확률이 아닌 Compartment가 

갖는 면적에 대한 화재와 침수확률을 가지고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이유는 화재와 침수 

발생확률을 구하는데 있어서 Compartment가 

어떤 속성을 갖느냐에 따라 화재발생확률과 침

수구간이 어딘지에 따라 침수발생확률이 다르

기 때문이며, Compartment의 면적이 클수록 

화재와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면

적을 반영하여 각 Compartment가 갖는 재난

외부요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 

4.2.1 통계자료 

화재 및 침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IMO MSC 

85/INF.2로부터 구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10여객선 관련 화재, 침수 통계 데이터

화재, 침수 통계 데이터에서 보면 침수는 



Collision, Contact, 그리고 Grounding으로부터 

야기되므로 3가지 요인의 발생확률을 합한 

1.56E-02 per ship year 이며, 화재 발생확률

은 9.2E-03 per ship year 가 된다. 

화재, 침수 발생확률을 기본으로 하여  

Compartment별로 갖는 구역 별 발생확률과 

구간 별 침수확률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나누

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4.2.1.1 구역 별 화재발생확률

여객선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구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역의 특성에 따라 화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구역 별 

화재 발생확률을 구해줘야 한다. 다음의 그림 

10은 여객선의 구역별 화재 발생 비율을 나타

내는 데이터이다.

그림 11 여객선 관련 구역 별 화재발생비율 

이 자료에서는 여객선의 구역을 총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구역에 대한 화재 발

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자료의 중요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값이 아닌 

대략적인 값을 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정확하

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그 값의 중간 값을 사

용하여 구역 별 화재 발생확률을 구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4.2.1.2 구간 별 침수발생확률

침수발생확률도 화재발생확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구간별 그리고 사고 유형에 따라 침수

가 발생하는 확률이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구간 별 침수 발생확률을 구해

야 한다. 다음의 그림 11과 그림 12은 선박의 

구간 별 침수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12 여객선 관련 구간 별 침수발생비율
( Collision + Contact )

그림 13 여객선 관련 구간 별 침수발생비율
( Grounding )

그림 11은 Collision 과 Contact로부터의 침

수에 대한 구간 별 침수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의 X축에 보면 X/Lpp를 보면 1에 가까

울수록 확률이 높은 것을 보아 Collision과 

Contact는 주로 선미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Grounding으로 부터의 침수에 

대한 구간 별 침수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Collision과 Contact와는 달리 Grounding은 주

로 선저의 부분에서 발생함을 그래프와 참고문

헌에서 알 수 있었다. 

구간 별 침수 확률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선박의 구간을 위와 같은 구간으로 나누어 GA

에서의 침수구역에 해당하는 Compartment에 



대해 침수구간을 부여하였으며, 구간이 두 곳

에 대해 걸리는 Compartment에 대해서는 Hull 

근처에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구간에 대해 구

간 속성을 부여하여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4.2.2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 - Redundancy 
                             (O)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Compartment를 

대상으로 Fault Tree를 작성을 하여 대상 시스

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Compartment란, 기존의 위험

도 분석방법에서의 해당 컴포넌트들이 위치한 

Compartment를 말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Safe Return to Port Rule에서는 Static-컴포넌

트를 고려하기 때문에 Power Distribution 

System에서의 Cable이 설치된 모든 

Compartment들을 반영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

행해야 한다.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구역에 

전력이 공급하는 기능에 대한 Fault Tree를 작

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Redundancy를 부여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Fault Tree

Fault Tree는 다음과 같이 Generation 

Function과 Distribution Function으로 가지를 

나누어 작성하였다. 그림 13의 Fault Tree를 보

면 마지막 가장 최하위의 항목이 모두 컴포넌

트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는 실제로 대상 선박

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해당하는 

Compartment는 수 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Compartment에 대한 Fault Tree까

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하위에 위치한 컴

포넌트가 배치되어 있는 Compartment에 대한 

항목이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

면 된다. 

위의 Fault Tree를 토대로 Power 

Distribution System이 외부재난요인으로부터 

각 구역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확률에 대한 

결과를 구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Redundancy를 부여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계산 결과 

결과를 보면 자체 고장에 의한 결과계산과

는 다르게 각 구역마다 다름을 볼 수 있다. 계

산결과의 특징으로는 같은 MVZ에 속하는 구역

의 값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갖고 있으며, MVZ

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값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부분은 MVZ(2)번 

전체 구역과 MVZ(6), (5)의 Deck B~C에서 값



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계산을 수행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인 Power Generation Function에 대한 부

분의 값은 1.16E-07 per ship year가 나온다.  

대부분의 값은 Power Distribution Function의 

Sub Distribution Board, Cable ( Distribution)

그리고 해당구역의 면적의 Compartment가 갖

는 화재, 침수에 대한 확률 값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2.3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 - Redundancy 
                             (X)
위의 그림 6의 System Diagram에 따라 외

부재난요인에 대한 Redundancy를 제거한 

System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Fault Tree를 작성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5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Fault Tree

GA상에서는 Main Generator 1번에서 생산

되는 전력은 MVZ 1,2,3으로 공급이 되며, 

Main Generator 2번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MVZ 4,5,6으로 공급이 되는 Redundancy가 제

거된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하여 외

부재난요인으로부터 각 구역에 전력이 공급되

지 않을 확률에 대한 결과를 구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Redundancy를 제거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계산 결과 

결과를 보면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Redundancy를 부여한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결과와 큰 차

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neration Function의 결과는 MVZ 2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값이 8.42E-04 per ship 

year이였으며, MVZ 3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값은 8.65E-04 per ship year 이였다. 앞의 

Redundancy 부여된 시스템의 결과와 와는 확

연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 

Distribution Function에 해당하는 

Compartment로부터 더해지는 결과가 많은 비

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D Cruise Vessel의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Component



의 자체 고장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위험도 

분석 방법과 화재, 침수인 외부재난오류에 대한 

Compartment를 기반으로 하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위험도 분석 방법에 대한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가지 위험도 분석방법을 대상으로 

Case Study 대상 시스템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분배하기 직전까지의 구성요소인 Main 

Generator, Main Switch Board, 그리고 

Transformer에 대한 Redundancy가 부여되었을 

때와 제거되었을 경우를 추가하여 총 4가지의 

경우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 6과 같

다.

표 6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Case에 따른 결과 비교

위의 계산결과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살펴보

면 기기자체의 고장확률에 대한 결과는 

Redundancy가 부여되었을 때와 제거되었을 때

의 값의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보아 

Redundancy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기기 자체의 고장확률에 대한 결과

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모든 구역에 걸쳐 모두 

같은 컴포넌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

든 구역의 결과가 같은 값으로 도출됨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외부재난요인에 대한 고장확률의 결

과는 Power Distribution System을 Power 

Generation Function과 Distribution Function으

로 나누어 Fault Tree를 작성하여 위험도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Redundancy가 부여

되는 부분인 Power Generation Function에 대

한 결과 값은 표 7과 같이 아주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7 Power Distribution System의 Power Generation 
Function Failure에 대한 결과 비교 (외부재난요인)

결국 외부 재난 요인에 대한 결과 값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Power Distribution 

Function에 해당하는 Compartment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부재난요인에 대해서는 

Redundancy가 부여된 시스템에 대한 결과와 

제거된 시스템에 대한 결과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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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의 탈출설비 및 해석에 관한  
설계절차 정립 

 
1 김주한, 2 김호은, 3 윤규환, 4 최수원, 5 배홍석, 6 손영택 (대우조선해양) 

 
요 약 

 
최근 여객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여객선 기술 축적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객선은 많은 승객이 탑승하기 때문에 타 선박에 비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는 탈출설비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배치 관점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여 설계 초기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제시된 탈출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 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설계절차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1912년 4월경 “ 타이타닉(Titanic)” 호의 침몰사고가 발생하

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상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발견되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상인명안전협약은 항해안전문제, 여객선에 대한 수밀구획 

및 방화격벽,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객선의 화재 혹은 침수 발생시 승객이 Lifeboat 및 
Liferaft 가 있는 승정장소(Embarkation deck)까지 안전하고 신
속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Means of Escape)를 제공
하고 탈출시간(Evacuation Time)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인명안전협약에 제시된 탈출설비에 대한 

기본 사항 및 기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설계 절차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Escape & Evacuation 
 
여객선의 탈출에 관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탈출설비 (SOLAS Chap II-2 Reg.13 Means of Escape)  
 탈출해석 (MSC.1/Circ.1238) 

 
탈출설비는 소집장소(Muster Station)로 가기 위해 적합한 탈

출 수단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며, 탈출해석은 설계된 
탈출수단을 이용하여 승객이 최대 허용 탈출시간 안에 탈출이 
가능한지 분석하는 과정이다. 

 
3. 탈출설비 (Means of Escape) 

 
이 규칙은 여객선 내의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히 탈출할 수 있

도록 탈출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한 탈출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탈출로는 방해물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접근성 확보, 분명한 표식, 비상시를 위한 적절한 설계 

 
3.1 탈출설비의 조건 

 
탈출설비는 Control Station, Accommodation, Service Spaces, 

Machinery Spaces 에 따라 탈출설비를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공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SOLAS Chap II-2 Reg.3 에서는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

시하고 있다. 
 

Table 1 공간의 정의 (SOLAS Chap II-2 Reg.3) 
구분 정의 

Control Station 
선박의 무선설비, 주요 항해설비,  비상
동력원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화재
제어장치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장소 등

Accommodation 공용구역, 통로, 화장실, 사무실, 병실, 
영화관, 조리기가 없는 배식실 등 

Service Spaces 조리실, 조리기구실, 로커, 우편물실 등 

Machinery 
Spaces 

A 류 기관구역과 추진기관, 보일러, 연료
유 장치, 증기기관, 발전기 등을 포함하
는 장소 

 
또한 탈출설비는 격벽갑판(Bulkhead Deck)에 따라 상부와 하

부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탈출설비의 조건을 공간과 격벽갑판에 대해 구분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2 탈출설비의 조건 
구분 

Control Spaces 
Accommodation 
Service Spaces 

Machinery Spaces 
BHD  
상부 1 3 
BHD  
하부 2 4 (4-1/4-2) 

 
1. Main Vertical Zone 혹은 유사한 제한된 구역에서 2개의 탈출

설비(Primary Escape Route, Secondary Escape Route)가 제
공되어야 한다. 이 중 1개(Primary Escape Route)는 최소한 
수직방향의 탈출로를 구성하는 계단으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
다. 

 
2. 각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 혹은 유사한 제한된 

구역에서 2개의 탈출설비(Primary Escape Route, Secondary 
Escape Route)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한 1개는 수밀문
(Watertight Door)와 독립된 탈출설비를 제공해야 하며, 
SOLAS Chap II-2 Reg.13.3.2.4.1에 따라 Control Station, 
Accommodation, Service Spaces 의 구역에서는 최소한 1개
(Primary Escape Route)는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폐위된 계단
으로 한다. 

 
선원들이 가끔씩 출입하는 장소는 주관청(Administration)에 



 

 

의해 2개의 탈출설비 중 1개는 면제 가능하며, 남은 1개의 탈
출설비는 수밀문이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계단 양측에 설치
된 손잡이(Handrail)의 실폭은 8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SOLAS Chap II-2 Reg.13.4.1.2 에서는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진 2개의 탈출설비를 제시하고 있으며, 탈출설비로부터 
통하는 문은 승정갑판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이 경우는 2개의 탈출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1 2개의 강재 사다리(Steel Ladder)로 1개는 Category 
2(Stairways)혹은 4(Evacuation Station and External 
Escape Route)를 만족하는 보호된 폐위구역 내에 있어
야 한다. 또한 이 구역은 최소 800mm X 800mm 의 내
부치수와 비상조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4-2 승정갑판으로 통하는 통로가 설치된 곳으로 1개의 강재 

사다리와 추가적으로 승정갑판으로 이르는 탈출로로 통
하는 1개의 강재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3.2 Ro-Ro 여객선의 특별 요건 

 
로로여객선은 특수분류구역(Special Category Spaces) 및 개

방된 로로구역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장소는 탈출설비로 지정된 최소 600mm 이상의 통행로
가 제공되어야 한다. (SOLAS Chap II-2 Reg.13.5) 

 
 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구역으로부터의 탈출로 중 
1개는 특수분류구역에 직접 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SOLAS Chap II-1 Reg.17.1.1.1에 의하여 격벽갑판 하부로
의 Opening은 격벽갑판 2.5m 이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선원이 통상 업무에 종사하는 로로구역에는 2개 이상의 탈
출설비가 있어야 하며, 승정갑판까지 탈출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의 전후단에 배치되어야 한다. (SOLAS Chap 
II-2 Reg.13.6) 

 
 어떤 여객구역에서 소집장소(Muster Station)나 개방갑판
(Open Deck)으로 가기 위해 두 갑판을 초과하여 오르거나 
내려가서는 안 된다. (SOLAS Chap II-2 Reg.13.7) 

 
 

3.3 탈출설비의 상세조건 
 

3.1, 3.2절에서 소개한 SOLAS 기준에 따라서 2가지 탈출수단
이 배치 관점에서 설치될 것이다. 이러한 Escape Route 제공만
으로는 안전에 관한 측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SS(Fire 
Safety System) Code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상세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계단 최소 요구폭 
 층계참 (Landings) 
 인원 분포 (Distribution of Persons) 
 복도(Corridors)와 문(Doors)의 요구폭 
 기타 사항 

 
위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세 조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

는 것은 해당 인원에 대해 계단, 복도, 문이 충분한 폭을 가지는
지, 층계참 및 소집장소가 적당한 수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
단하는 것이다.  

 

 
 

Fig.1 탈출설비 관련 설계 치수 계산 절차 
 

탈출설비 관련 치수 계산을 위해서는 Fig.1 과 같이 우선 어떤 
장소(SOLAS Chap II-2 Reg.13에서 언급된 구역)에서 인원이 얼
마나 분포하는지를 추측하는 것이다. 이는 FSS Code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가정한다. 

 
Table 3 인원 분포 기준 

 Spaces Night Day 

승객
In Cabin Max. Berthing 

Capacity - 
In Public - 3/4 of Max. 

Capacity (*) 

선원
In Cabin 2/3 of the Crew 1/3 of the Crew
In Service 1/3 of the Crew 1/3 of the Crew
In Public  1/3 of the Max. 

Capacity 
*  Seats 가 있을 경우는 Seats 수로, 없을 경우 해당 면적

에 대해 2m2 당 1명으로 계산한다. 



 

 

 
Fig.2 승객의 인원 분포 

 
SOLAS Chap II-2 Reg.13 에서는 공간과 격벽갑판에 의해 탈

출설비를 구분하지만, FSS Code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설계 과정에서 선급이나 
주관청과의 논쟁 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격벽갑판 하부의 경우는 일반 상선과 여객선과 큰 차이

점이 없으므로 FSS Code에 의해 계산된 요구 치수는 과도한 설
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초기에 최소 요구폭에 대한 
선급과 주관청의 협의가 필요하다. 

 
FSS Code에서 제시된 상세 조건을 실적선의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4 탈출설비의 최소 요구 기준 
 Stairway Door Corridor 

B 
H 
D 
 
상 
부 

최소 
요구폭 900 mm 900 mm 900 mm 

최대 
가능폭 

1800 mm 
(핸드레일기준) - - 

요구 
조건 

90 명 초과 당 
10mm 씩 증가 

(*) 
90 명 초과 당 
10mm 씩 증가 

(***) 
90 명 초과 당 
10mm 씩 증가 

(***) 
B 
H 
D 
하 
부 

최소 
요구폭 

900 mm 
800 mm (**) 

90 명 초과 당 
10mm 씩 증가 

(***) 
90 명 초과 당 
10mm 씩 증가 

(***) 

 

*  Deck 2개를 초과해서 이동할 때는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  Bulkhead Deck 하부구역에서 주관청은 요구되는 탈출로
가 Watertight Door 와 별개의 것인 경우, 가끔씩 출입하
는 선원구역의 탈출설비 중 1개를 면제할 수 있으나, 계단
의 경우는 난간에 손잡이가 설치되고 Clear width 가 8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최소 요구폭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Stairway 와 

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
서 각 선급과의 논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 초기 
협의 후 확정해야 될 부분이다. 

 
층계참의 면적은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의 수가 20명 이상이면

초과 인원에 대하여 10명당 1m2 만큼 커진다. 각 Deck에서 
최소 면적은 2m2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16m2 이다. 단, Public 
Spaces에서 Stairway로 Direct Access 되는 층계참의 경우는 
최대 16m2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원수에 따른 면적을 가
져야 한다. 
 
층계참은 다음 그림과 같이 Door Area와 Flow Area 를 제외하

고 그 면적을 계산한다.  
 

 
Fig.3 층계참 계산 

 
소집장소(Muster Station)는 비상시 승객이 모이는 곳

(MSC/Circ.846)으로 일인당 0.35m2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탈출설비의 상세 계산을 통하여 탈출 경로 상에 설

치되는 계단, 문, 복도의 폭 및 층계참과 소집장소의 면적 등의 
주요 설계 치수를 확정한다.  
 
 
 
 



 

 

4. 탈출해석 (Evacuation Analysis) 
 
승객이 화재나 침수를 인지하여 소집 장소로 이동하고, 여기

에 배치된 선원에 의해 승정 장소로 이동 후 탈출장비를 이용
해 탈출하기까지의 시간이 MSC/ Circ.1238에 제시된 최대허용
시간 이내로 만족하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Ro-Ro 여객선의 경우 계산된 탈출시간이 60분 이내로 만족

하여야 하며,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4 탈출 시간 계산 
 

4.1 탈출시간 해석을 위한 시나리오 
 

탈출시간 해석에는 최소 4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어야 하며, 
Case 1, 2는 탈출설비의 기준 검토를 위해 작성된 Escape 

Plan의 Primary Escape의 밤, 낮 인원 분포에 대한 탈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Case 3, 4의 경우는 Case 1, 2에서 가장 탈출시간이 많이 걸리

는 MVZ(Main Fire Zone)을 선정하여 해당하는 하나의 MVZ에 
대하여 아래 Table과 같이, Alternative 1 혹은 Alternative 2를 수
행하는 것으로, Alternative 1과 2 중 하나만 수행하면 되나, 
Alternative 1이 추천되는 방법이다. 
 

Table 5 탈출시간해석을 위한 시나리오 
Case 항목 비고 

1 & 2
Primary Evacuation, Night Primary Escape 기준으

로 탈출시간 계산 Primary Evacuation, Day 

3 & 4

Alternative 
1 

Secondary 
Evacuation, 

Night 
Case 1&2 에서 선정된 
하나의 MVZ 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Staircase 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다른 
길로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 
Secondary 
Evacuation, 

Day 

Alternative 
2 

Secondary 
Evacuation, 

Night 
선정된 하나의 MVZ 에서 
인접한 MVZ 중 더 많은 
인원이 분포하는 하나의 
MVZ 에서 절반의 인원이
선정된 MVZ 로 유입되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 
Secondary 
Evacuation, 

Day 
 
 

4.2 탈출시간 해석의 주요인자 
 

다음 그림과 같이, 탈출시간 계산을 위해 탈출설비 기준에서 선
정된 계단, 문, 복도가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즉, 탈출 경로에 따른 인원 배분이 문, 복도, 계단의 폭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탈출시간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선주의 협의에 따른 주요 인자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Fig.5 탈출 시간 계산의 주요 입력값 
 



 

 

5. 탈출설비 및 해석에 관한 설계 절차 
 

3, 4장을 통해 탈출설비와 탈출해석에 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설계 절차에 맞추어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6 탈출설비 및 해석에 관한 절차 
 
 

6. 결론 
 

탈출설비 및 탈출해석에 관한 기본개념 및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설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였다. 

 
탈출설비 및 해석에 관한 내용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선급, 주관청, 선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탈출기준 및 해
석에 관한 많은 Case Study와 함께 조선소의 자체적인 기준 마
련이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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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Return to Port Rule 을 위한 
의장 시스템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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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 년 7 월 1 일 이후 건조되는(Keel Laying 기준) 모든 여객선에는 Safe Return to 
Port 라는 신규 SOLAS Rule 이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Safe Return to Port Rule 이 기존의 Rule 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afe Return to Port Rule 을 적용한 의장 시스템의 
새로운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선박의 의장 시스템에 적용하여 
정량적인 안전성을 평가를 수행하여 그 실용성을 증명하였고,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Safe Return to Port Rule 을 적용한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화재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Safe Return to Port Rule 이 의장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1.서 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Keel Laying 기준) 여객선

은 새로운 SOLAS Rule인 Safe Return to Port를 만족해야 한다. 
Safe Return to Port Rule의 기본 개념은 한마디로 “ A Ship is 

its own best Lifeboat”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선박에서 
소규모의 화재나 침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선박이 
자력으로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승객들이 안
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신규 Rule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Safe Return to Port Rule에서는 선박의 주요 

시스템들이 화재나 침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Redundancy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의 주요 시스템을 모두 Redundancy로 구성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IMO MSC Circ. 1369 
Interpretation에서는 Redundancy를 구성하지 못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을 “ Critical 
System”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들에 대해 별도의 
Detailed Assessment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Critical System의 Detailed Assessment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및 Alternative Design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특징 
 
의장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Safe Return 

to Port Rule은 기존의 평가 방법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기존의 의장 시스템 정량적 평가 방법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
한 새로운 정량적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Safe Return to Port Rule은 선박에 화재나 
침수가 발생한 후에도 선박이 자력으로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다. 

“ 4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is to establish design 
criteria for a ship’ s safe return to port under its own 
propulsion after a casualty that does not exceed the casualty 
threshold stipulated in paragraph 3 and also provides 
functional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standards for safe 
areas.”  (SOLAS CH II-2 Reg. 21) 

위의 원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신규 Rule에서는 시스템 고장
의 원인을 화재나 침수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의장 시스템 정량적 평가에서는 시스템 고장의 원인을 
기기 자체의 신뢰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화재나 침수와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기기의 배치 위치가 시스템 작동에 중요한 영
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Redundancy를 이루는 두 
개의 기기가 같은 Compartment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나 침수로 인해 동시에 두 개의 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
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의장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대부분
의 경우에서 Pipe나 Cable과 같은 Static Component는 고려하
지 않았으나, MSC Circ. 1369 Interpretation에서는 시스템의 정
상 작동을 위해서 Pipe나 Cable과 같은 Static Component도 모
두 고려하여 Redundancy를 구성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5.2.1 Essential systems identified to be fully redundant for 
all fire and flooding casualty cases not exceeding the threshold 
(e.g., when runs of cables, pipes and equipment are 
duplicated and adequately separated), need not be further 
analysed as described in section 6.”  (MSC Circ. 1369) 

 
기존의 의장 시스템 정량적 평가 방법과 비교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특징 
 기존의 평가 방법 Safe Return to Port 

고장 원인 기기 자체의 신뢰도 화재/침수의 외부 요인

배치 위치 중요하지 않음 중요 

Static 

Component 
중요하지 않음 중요 

 
 

3.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평가 
방법 제안 

 
3.1 Sample System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개발하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Fig. 1과 같은 Sample System
을 사용하였다. Sample System은 Valve, Pump, Filter로 구성되
어 있으며 Pump와 Filter는 Redundancy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Sample System 

 
위의 Sample System에서 두 개의 Pump는 하나의 

Compartment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 두 개의 Filter는 각각 서로 
다른 Compartment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기존의 
의장 시스템 정량적 평가 방법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
한 정량적 평가 방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
겠다 
 

3.2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에서는 시스템 고장의 원인을 

기기 자체의 신뢰성에서 찾는다. 즉, 기기에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해 시스템 전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이를 정량
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이다. 이러
한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여 Fig. 1 Sample System을 평가하기 
위한 Fault Tree는 다음의 Fig. 2와 같다. 



 

 

 
Fig. 2 기존 평가 방법의 Fault Tree 

 
이 경우 Sample System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Valve

가 고장 나거나 Supply Unit 두 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이다. 
또한 각 Supply Unit을 구성하고 있는 Pump나 Filter 중 하나에 
고장이 발생하면 Supply Unit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은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고장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Fault 
Tree의 Base Event는 기기의 고장이 된다. 

 
 

3.3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과는 달리 Safe Return to Port 

Rule에서는 시스템 고장의 원인을 화재 또는 침수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앞의 Fig. 2와 같은 기존의 의장 시
스템 평가 방법으로 Safe Return to Port를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Table 1에서 살펴본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특징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화재 또는 침수가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다. 
② Fault Tree의 Base Event는 기기의 고장이 아닌 기가가 

배치된 Compartment의 화재 또는 침수이다. 
③ 따라서 여러 개의 기기가 동일한 Compartment에 배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Fault Tree에 여러 개의 기기를 모두 
하나의 Compartment로만 표현한다. 

④ Pipe와 Cable이 설치된 Compartment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Fig. 1 Sample System을 분석한 

Fault Tree는 다음의 의 Fig. 3과 같다. 

 
Fig. 3 Safe Return to Port Rule을 평가하기 위한 Fault Tree 

 
기존의 평가 방법과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이 기기가 배
치된 Compartment의 화재와 침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에서는 Fault Tree
의 Base Event가 기기의 고장이 아닌 기기가 배치된 
Compartment의 화재 또는 침수가 된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법
에서는 Pipe만 배치되어 있는 No.4 Compartment가 시스템 고
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Safe Return to Port Rule
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에서는 No.4 Compartment가 시스템 
고장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기존의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과는 
다른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
하고 이를 “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라고 정의하겠
다. 

4. Case Study 
 

4.1 Case Study 대상 선박 및 시스템 
 
앞서 제안한 새로운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을 실제 선박의 의

장 시스템에 적용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였다.  
Case Study의 대상 선박은 국내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R&D Cruise Vessel으로 선정 하였는데, 이 R&D Cruise Vessel
의 총톤수는 약 100,000GT이고 승객 수는 3,400명, LOA는 
282m, Breadth 40m, Depth 11.4m, Design Draft 8.3 이다. 

Case Study 대상 선박의 General Arrangement Profile 및 주
요 재원은 다음의 Fig. 4 와 같다. 

 



 

 

 
Fig. 4 Case Study 대상 선박 

 
Case Study의 대상 System으로는 Main Engine에 연료를 공

급하는 Fuel Oil System을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R&D 
Cruise Vessel에서 Fuel Oil System이 위치하는 Deck C와 Tank 
Top은 다음의 Fig.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5 Deck C & Tank Top 

 
4.2 Fuel Oil System 분석 

 
Fuel Oil System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선박에는 주로 더러운 기름
인 Heavy Fuel Oi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엔진에 사용하
지 못하고 Purifying을 거쳐 깨끗한 상태의 기름으로 정화한 후
에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Fuel Oil System은 Heavy Fuel 
Oil을 Purifying 하기 위해 Settling Tank로 이동시키는 Transfer 
기능과 Heavy Fuel Oil을 정화시켜주는 Purifying 기능, 그리고 
정화된 연료를 엔진까지 이동시키는 Supply 기능의 세가지 기능
으로 구성된다. Fuel Oil System의 Concept Diagram은 다음의 
Fig. 6 과 같다. 
 

 
Fig. 6 Fuel Oil System의 Concept Diagram 

 

Safe Return to Port Rule에서는 Pipe와 Cable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위의 Concept Diagram을 General Arrangement 상에 
표시하여 Pipe와 Cable의 Route를 검토해야만 Safe Return to 
Port Rule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Fig. 7 과 같이 
GA 상에 Piping Diagram을 작성함으로써 실제 선박에서 각 기
기와 Pipe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특정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나 침수가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General Arrangement 상에 나타낸 Fuel 
Oil System의 Piping Diagram은 다음의 Fig. 7 과 같다. 

 

 
Fig. 7 Fuel Oil System의 Piping Diagram 

 
 

4.3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위한 Fault Tree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uel Oil System은 크게 Transfer 

Function, Purifying Function, Supply Function의 세 기능으로 나
뉜다. 또한 본 Case Study에서 분석하고 있는 Fuel Oil System
은 Safe Return to Port Ryle을 만족하기 위해서 Redundancy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Fig. 8과 같이 Fault Tree의 Top 
Event를 작성할 수 있다. 

 

 
Fig. 8 Fuel Oil System Fault Top Event 

 
Fault Tree를 좀 더 상세하게 전개하면 다음의 Fig. 9와 같다.  
 



 

 

Fig. 9 F.O. Transfer FWD Function의 Fault Tree 
 
위의 Fig. 9 는 F.O. Transfer FWD Function에 대한 상세 

Fault Tree이며, 나머지 모든 Function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Fault Tree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위의 Fig. 9는 기존의 의장 시
스템 평가 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 방법으로 Safe 
Return to Port Rule을 평가할 수는 없다. 

본 Case Study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정
량적 평가방법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을 적용하여 
선박 의장 시스템의 Safe Return to Port Rule과 관련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 3.3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한 새로운 의장 시스템 평가 방법” 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적용하여 위의 Fig. 9 Fault Tree를 수정하면 다
음의 Fig. 10과 같다. 

 

 
Fig. 10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특성을 적용한 Fault Tree 

 
기존의 방법을 적용한 Fig. 9와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위
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Fig. 10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Fault Tree의 Base Event가 기기의 고장이 아닌 
Compartment의 손상으로 변경됨 

② Static Component(Pipe)의 Failure 추가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Function들에 대해 모두 Fault Tree
를 작성하면 다음의 Fig. 11과 같다. 
 
 
 
 
 
 
 

 
Fig. 11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계산하기 위한 Fuel 
Oil System 전체의 Fault Tree 

 



 

 

4.4 Compartment Damage 확률 계산 
 
Safe Return to Port는 화재와 침수의 두 가지 재난을 고려하

기 때문에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선박의 화재와 침수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Case Study에서는 선박의 화재로 인한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계산하였으며, 그 과정에 필요한 화재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Fig. 12 여객선 화재 관련 통계 데이터 

 
이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객선의 각 구역의 분류 별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예를 여객선의 레스토랑에서 화
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
률 값인 9.2E-03 per ship year에 레스토랑의 화재 발생 비율인 
5%를 곱하여 4.6E-04 per ship year가 된다. (중간 값 사용)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구역별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면 다
음의 표 5.1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2 여객선의 구역 분류 별 화재 발생 확률 

Group List Fire Ratio 
Fire 

Frequency/year

Incinerator 32.5 % 0.002808 

Galley and Pantries 22.5 % 0.001944 

Stairways and Corridors 7.5 % 0.000648 

Engine Rooms and 

Machinery Spaces 
7.5 % 0.000648 

Crew Cabins 7.5 % 0.000648 

Pass. Cabins 7.5 % 0.000648 

Restaurants 5.0 % 0.000432 

Decks (Open) 4.5 % 0.000389 

Laundry 4.5 % 0.000389 

Other Spaces 7.5 % 0.000648 

Sum 106.5 % 0.009200 

 
R&D Cruise Vessel의 각 구역 분류 별 면적을 모두 측정한 

결과와 위의 구역 분류 별 화재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R&D 
Cruise Vessel에서의 각 구역 분류 별 1m2당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D Cruise Vessel의 모든 Pass. 
Cabin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는 42,490m2이고 위의 Table 2에서 
Pass. Cabin의 화재 발생 확률은 6.48E-04 per ship year이므로 
R&D Cruise Vessel의 Pass. Cabin에서 1m2당 화재가 발생할 확
률은 1.52E-08 per ship year / m2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R&D Cruise Vessel의 모든 구역 분류 별 
1m2당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면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R&D Cruise Vessel의 구역 별 1m2당 화재 발생 확률 

Group List
Fire 

Ratio 

Fire 

Frequency/ 

year 

Area 

Fire 

Frequency/ 

m2.year 

Incinerator 32.50% 0.002808 250 m2 1.12E-05 

Galley and 

Pantries 
22.50% 0.001944 3,196 m2 6.08E-07 

Stairways 

and 

Corridors

7.50% 0.000648 6,268 m2 1.03E-07 

Engine 

Rooms and 

Machinery 

Spaces 

7.50% 0.000648 6,166 m2 1.05E-07 

Crew 

Cabins 
7.50% 0.000648 13,813 m2 4.69E-08 

Pass. 

Cabins 
7.50% 0.000648 42,490 m2 1.52E-08 

Restaurants 5.00% 0.000432 13,015 m2 3.32E-08 

Decks 

(Open) 
4.50% 0.000389 12,959 m2 3.00E-08 

Laundry 4.50% 0.000389 1,221 m2 3.18E-07 

Other 

Spaces 
7.50% 0.000648 26,651 m2 2.43E-08 

Sum 0.0092 126,030 m2   

 
이렇게 계산한 1m2당 구역별 화재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특

정 Compartment의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화재 발
생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Compartment의 구분을 확인하여 
Compartment의 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의 1m2당 화재 발생 확률
을 곱해주면 그 값이 바로 해당 Compartment의 화재 발생 확률 
값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Fig. 13에 나와있는 R&D Cruise Vessel의 
Main Galley의 화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Fig. 13 R&D Cruise Vessel의 Main Galley 

  
 
 
Main Galley는 Table 3에 나와있는 10 개의 분류 중에서 

“ Galley and Pantries” 에 해당하므로 Main Galley의 1m2당 화
재 발생 확률은 6.08E-07 per m2. year 이며, 면적은 
859.45m2 이다. 따라서 Main Galley의 화재 발생 확률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08E-07 per m2.year) x (859.45m2) = 5.23E-04 per year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Compartment의 화재 발생 확률을 계

산하여 Fig. 11의 Fault Tree에 입력하면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의 정량적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
은 자체 개발한 Fault Tree 계산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이루
어진다. 

 
 
4.5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계산 프로그램 

개발 
 
실제로 의장 시스템의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계

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Fig. 14 자동 계산 프로그램의 기능 프로세스 

 
 
 

 
4.6 Fuel Oil System의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계산 결과 
 
앞서 개발한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계산 프로그램

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Fig.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5 Fuel Oil System의 Fault Tree Data 입력 및 계산 결과 

 
위의 결과값을 공개 소프트웨어인 OpenFTA를 사용하여 계산

한 결과값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6 OpenFTA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본 Case Study에서 Fuel Oil System을 분석한 결과값은 다음

과 같다. 이 값은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인해 
Fuel Oil System을 사용할 수 없게 될 확률을 의미한다. 



 

 

 
Fuel Oil System의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 1.12E-08 per ship year 
 
위에서 계산한 1.12E-08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다. 

이렇게 작은 확률이 나온 이유는 Case Study에서 사용한 Fuel 
Oil System이 이미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 Redundancy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는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디자
인을 비교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비교해보았다. 

 
 

5.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효과 비교 
 

5.1 Safe Return to Port Rule 만족 시스템과 불만족 
시스템 비교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Redundancy를 제거한 일반 Fuel Oil System의 분석이 필요한데, 
그 도면은 다음의 Fig. 17 같다.  

 

 
Fig. 17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적용하지 않은 Fuel Oil 
System 

이와 비교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는 Fuel Oil 
System의 도면은 다음의 Fig. 18과 같다. 

 

 
Fig. 18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적용한 Fuel Oil System 

 
 
5.2 Safe Return to Port Rule 만족 시스템과 불만족 

시스템의 Fault Tree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지 않는 시스템과 만족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 Fault Tree를 작성하고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를 계산하였다. 두 시스템의 Fault Tree는 각각 
다음의 Fig. 19와 Fig. 20과 같다. 

 

 
Fig. 19 Rule 불만족 시스템의 Fault Tree 

 

 
Fig. 20 Rule 만족 시스템의 Fault Tree 

 
 
 
 
5.3 Safe Return to Port Rule 만족 시스템과 불만족 

시스템의 계산 결과 비교 
 
앞의 분석 과정을 통해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는 

Fuel Oil system과 만족하지 않는 Fuel Oil System이 화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확률을 각각 계산하였다.  

 
Table 4 Safe Return to Port 적용에 따른 계산 결과 

 

Safe Return to Port 

Rule 적용 시스템  

Safe Return to Port 

Rule 미적용 시스템 

화재로 인해 작동

하지 않을 확률  

1.21E-08 

per ship year 

1.96E-04 

per ship year 



 

 

 
위의 계산 결과를 비교해보면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적

용하지 않은 Fuel Oil System이 화재로 인해 작동 불가능할 확률
은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적용한 경우보다 약 16,000배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afe Return to Port Rule을 적용하지 않은 Fuel Oil 
System의 화재로 인한 작동 불가능 확률 값이 약 0.0002 per 
ship year로 비교적 작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Fuel 
Oil System은 Propulsion System의 일부분 이고 실제 
Propulsion System은 Fuel Oil System과 같은 시스템이 20여개 
정도 모여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Fuel Oil System의 
0.0002 per ship year라는 값이 생각보다 작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afe Return to Port라는 IMO의 신규 Rule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의장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 방법인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계산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새로운 방법을 실제 선박의 의장 시스템에 적용하여 화재로 
인해 선박의 의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였으며, 
Safe Return to Port Rule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툴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 계산은 

IMO MSC Citrc. 1369에서 요구하고 있는 Detailed Assessment
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Detailed Assessment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단계이다. 따
라서 Safe Return to Port Unavailability는 Safe Return to Port 
Rule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스템들에 대해 Alternative Design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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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의 Safe Return to Port 설계적용 사례 
 

1 김호은, 2 최수원, 3 김주한, 4 윤규환, 5 조태익 (대우조선해양) 
 

요 약 
 

최근 여객선에 대한 국내 조선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설계 기술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afe Return to Port(SRtP)는 2010 년 7 월 이후로 
Keel Laying 되는 길이 120m 이상의 여객선에 강제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장 최근에 여객선 
관련 분야에서 선주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SRtP 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실제 선박설계에 있어서 
조선소입장에서 SRtP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SRtP 를 위하여 
구획배치 및 시스템 배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제안하였으며, Critical 
System 이 발생을 배제하여 Detail Assessment 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설계라고 
판단하였다. 향후에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계획에 대한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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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여객선
의 안전과 관련하여 새롭게 강제적용되는 Safe Return to 
Port(SRtP)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RtP는 기본적
으로 선박 자체가 최고의 Life Boat라는 개념으로 일정 손상범위
내에서 여객선이 자력으로 인근 항구까지 피항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구획배치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시스템적으로도 문
제가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것이다. 

당 사에서는 튀니지 선사(CTN)로부터 수주한 3200명 정원의 
Ro-Ro Passenger Ferry의 설계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 적용되는 SRtP에 대하여 계약전부터 많은 검토를 수행하였
다. 아울러 계약 이후에도 선급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SRtP에 
대한 절차를 정립하고 하고, 양식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적용방
법을 수립하였다. 

특히 기존의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Risk Assessment 
차원에서의 SRtP접근은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설계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2. Definition 

SRtP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여객선 자체가 대형화 
되고 승객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긴급상황시 탈출에 많은 문제
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객선을 탈출
하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일정 손상 범위내에서는 
탈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
으며 이를 정립한 것이 SRtP 이다. 즉, 여객선 그 자체를 최고의 
Life Boat라는 명제하에서 제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1. Casualty Threshold (SOLAS II-2/Reg. 8-1 & 

21.3) 
SRtP에서 고려되는 손상은 2가지로 침수(Flodding)와 화재

(Fire)이다. 이 때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인가를 기준으로 
SRtP 적용여부에 대한 판별을 하는데 이 기준을 Casualty 
Threshold라고 한다. 우선 각 손상별로 정의된 Casualty 
Threshold는 다음과 같다. 

 침수 : 하나의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 
 화재 : 화재 발생 구역에 Fixed Fire Fighting System 유

무에 따라, 
 있으면 : 사고지역의 A Class 방화구역 (Fig. 1) 
 없으면 : 사고지역과 그 인접한 A Class 방화구역 

(Fig. 2) 
SRtP에서는 각 손상시 정의된 Casualty Threshold를 넘어갈 

경우, 침수에서는 SRtP적용을 안하지만, 화재의 경우는 하나의 
주수직구역(MVZ)가 소실되기 전까지는 3시간동안 탈출을 위한 

시스템이 작동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정리한 것이 Fig. 3이다. 

 
Fig. 1 화재구역에 고정소화설비가 있을 경우의 화새 손상구역 

 

 
Fig. 2 화재구역에 고정소화설비가 없을 경우의 화새 손상구역 

 
Fig. 3 Casualty Threshold 와 SRtP 적용의  상관관계 
 

1.2. Safe Area (SOLAS II-2/Reg. 21.5)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 손상으로 인한 침수나 화재가 발생하

지 않은 타 MVZ의 모든 구역은 Safe Area로 정의된다. Safe 
Area에서는 승정구역(Embarkation Deck)까지의 이동수단이 준
비되어 있어야 하며, Administration이 동의하면 외부공간도 
Safe Area로 설정 가능하다.  

Safe Area에서 요구되는 System은 하기와 같으며, 이는 
SRtP Report상에서 만족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Sanitation 
 Water 
 Food 
 Medical Care 
 Lighting 
 Ventilation 
 Means of preventing heat stress and hypothermia 
 Shelter from the weather 

 



 

 

1.3. Essential System (MSC.1 Circ 1369 ANNEX 2.6) 
Essential System이란 손상후, 사고영향을 받은 구역을 제외

하고 다른 구역에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System을 말하며 하
기와 같다. 

 Propulsion (only for SRtP) 
 The ship ’ s electrical-generation system and their 

auxiliaries 
 Steering systems and steering control system 
 Systems for filling, transferring, and the service of fuel 

oil  
 Internal communication 
 Power operated watertight and semi-watertight doors 
 Systems intended to support safe area 
 External communication 
 Fire main system  
 Fixed fire extinguishing system 
 Fire and smoke detection system 
 Bilge and ballast system 
 Navigation systems 
 Flooding detection systems 
 Other systems required 

특히, Fig.3에서 화재시 Casualty Threshold를 초과할 경우 탈
출을 위해 3시간이상 가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System은 하기와 
같다. 

 Fire main 
 Internal communications  
 Means of external communications 
 Bilge systems for removal of fire-fighting water 
 Lighting along escape routes 
 Guidance systems for evacuation (Low Location 

Lighting  or equivalent) 
 
1.4. Critical System (MSC.1 Circ 1369 ANNEX 2.7) 
Critical System이란, Fig. 3에서 Out of SRtP가 아닌 상황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Essential System중에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System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 Detail Assessment (MSC.1 Circ 1369 
ANNEX 6)를 통하여 기능 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
서 말하는 Detail Assessment라 함은 우선 배관 및 전장관련 상
세 배치 및 관련 장비를 참고하여 Manual Action이나 Operation
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도 문
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Administration이 허락하는 한
에서, QRA(Quantitative Risk Analysis)혹은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구획배치와 상세시스템 배치를 수행하여 SRtP상황에서 요구
하는 모든 Essential System들이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Critical 
System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SRtP 만족의 관건이다 

특히, SRtP관련하여 QRA나 FMEA검토는 Critical Systme이 
Manual Action이나 Operation Measure로 해도 안되는 경우에, 
Administration이 허락하는 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며 선급에서
도 기피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가급적 조선소에서는 이러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SRtP 관련된 보다 상세한 Rule  & Regulation 관련 
사항은 참고문헌의 [1],[2],[3] &[4]를 참고하기 바란다.  

 
3. Assessment of System 

SRtP관련 Process Flow는 다음의 4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Fig. 4에 그 Flow Chart를 나타내었다. 

 Ship’ s Description 
 Overall Assessment of Essential System 
 Detail Assessment of Critical System 
 Final Design 

 
Fig. 4 Process Flow Chart for SRtP 

 
3.1. Ship’ s Description 

Essential System의 평가를 위해 먼저 제공 되어져야 될 정보
들을 정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SRtP Report 상의 
Ship’ s Description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필수정보(선주가 제공해야 하며 SRtP의 시작점이 되는 
정보) 

 선박의 목적 (eg. Worldwide Linear/Cruise Ship or 
Point-to-Point Ferry Operation) 

 선박의 항해지역 및 Operating Pattern : SRtP를 
위한 최대 항속예상거리와 속도 등을 검토하기 위
한 목적 



 

 

 최대 승객과 Crew수 
 각 Essential System에 대한Design Criteria (eg. 

Separation, Duplication, Redundancy, Protection 등) 
 Watertight와 “ A”  Class Boundary에 대한 기본 

Layout  
(eg. GA, Capacity Plan, Watertight Subdivision Plan, 
Space Fire Categorization Plan (Structural Fire 
Protection Plan), Plan of Spaces Protected by Fixed 
Fire-Extinguishing System, etc.) 

 항해 지역에서의 Safe Area의 선택을 위한 Criteria 
 Assessment를 위한 모든 시스템의 리스트 
 Essential System들의 위치, 배치, 연결에 대한 도면/문

서 
 Essential System을 지원할 전기보조개념 
 날씨와 바다 상태에 대한 최소속력 데이터 
 선박의 Capability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Design 

 
3.2. Overall Assessment of Essential System 

Ship’ s Description에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Essential 
System에서 Critical System을 찾는 단계로 SRtP 보고서에서 가
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Assessment of All Essential Systems 
 조직적 분석 평가(Structured Assessment)을 통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Zone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System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선급
과 협의 필요) 

 주로 정성적 평가(Qualitative Assessment)로 수행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는 Critical 

System을 해석하는 Detailed Assessment에서 제
한적(where acceptable to the Administration)으로 
사용 가능. Overall Assessment에서는 사용 자제. 

 Identification of Critical Systems 
 Critical System의 판단기준 

1. Redundancy 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2. Interpretation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Manual Action이 요구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Essential System은 Critical 
System으로 판정되며, Detail Assessment를 수행
하여야 함.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Essential System의 성
능요구조건 (Performance Requirement) 을 검토 
할 수 있음. 
(단 관련된 모든 정보는 Overall Assessment 
Report에 포함 되어야 함) 

 Results of Overall Assessment 
 Critical System이 없다면 Detailed Systems’  

Assessment는 필요 없음 

 
3.3. Detail Assessment of Critical System 

Overall Assessment 에서 확인된 Critical System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평가 하는 단계로 SRtP Report작성시 피해야 할 단계이
다.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확인된 Critical System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정보
를 이용하여 해결방안 모색 

 Critical System이나 Critical System 의 부품과 연
결되는 파이프, 케이블, 장치의 상세정보와 위치 
정보 

 Manual Action에 대한 상세정보 
 Design Criteria로 사용될 수 있는 Operational 

Solution의 상세 정보 
 Detail Assessment 단계에서는 제한적(where 

acceptable to Administration)으로 하기와 같은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ssessment)이 적용될 수 있다. 

 Fire Risk에 대한 Quantitative Analysis 
 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EA) based on 

IEC60812 or MSC.36(63) 
 Internal Watertight Compartment에 대한 Flooding 

가능성 및 Essential System의 침수에 따른 영향
에 대한 상세 검토 

 
3.4. Documentation 

Overall Assessment 와 Detail Assessment의 결과를 정리하
는 단계로 크게 Approval, Onboard Documentation, Record of 
Ship System's Capabilities로 나눌수 있다. 

 
3.4.1. Approval 
SRtP 를 위해 검토된 모든 과정의 기록을 정리하여 SRtP 승
인을 위해 제출을 말하며 하기 내용이 포함된다. 

 Ship’ s Description 
 Overall Assessment of Essential Systems’  Report 
 Detailed Assessment of Critical Systems’  Report 
 Additional Information 

 List of Manual Action 
 Test 방법과 시설을 포함하는 Test Program(for 

both testing during construction, and sea trials, 
as applicable)  

 Maintenance Plan and Requirements 
 References 

 
3.4.2. Onboard Documentation 
선박의 System Capabilities를 증명하는 정보가 실려야 한다. 

 Ship’ s Description 
 Overall Assessment of Essential Systems’  Report 
 Detailed Assessment of Critical Systems’  Report 
 화재나 사고 후의 Manual (있을 경우)  



 

 

 Casualty Threshold초과 후 Essential System의 운영에 
관한 설명서 

 화재 위험이 없는 공간 (있을 경우) 
 테스트, 조사, 유지 보수 계획 

 
3.4.3 Record of Ship System’ s Capabilities 
SOLAS V/30 에 따라 List of Operation Limitation에 Worst 
Case에서의 Essential System의 성능보증치 기록을 말하며, 
SOLAS상의 예는 아래와 같다. 

 ships "starboard"/forward/emergency propulsion and 
steering system is capable of x knots in Beaufort x with 
a consumption of x tonnes of fuel.". 

 
4. SRtP 설계시 고려사항 

SRtP 설계에 있어서 만족을 위하여 고려될 사항은 크게 구획
배치와 시스템배치와 같이 2가지로 나눌수 있다. 구획배치는 
기본적인 구역을 나누어서 Segregation 및 Redundancy를 갖
겠다는 개념이고 시스템배치는 나누어진 구역에서의 SRtP와 
관련된 요구조건(Essential System)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다. 
예를들면, 조타능력은 SRtP 상에서 요구되는 Essential 
System인데, 구획배치 관점에서는 Steering Gear Room을 
PORT와 STBD나누어서 Segregation과 Redundancy를 갖도
록 하는 것이고, 시스템배치에 있어서는 브릿지에서 화재시에 
로컬에서 조타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Steering Gear와 연
결되는 전기 배전반을 분리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
는 등의 설계를 말한다. 
 

4.1. 구획배치 
구획배치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R을 선수/선미로 나누어 배치 
 E/R과 연결된 Aux. Engine Room을 나누어 배치 
 E/R과 연결된 Fuel Oil System을 나누어 배치 
 E/R과 연결된 Control Room과 Switchboard Room을 

나누어 배치 
 Steering Gear Room을 나누어 배치 
 기타 등등 

 
4.2. 시스템배치 

시스템배치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전원 공급 
 Operation 관련 
 Manual Action Item 
 기타 등등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RtP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SRtP 

Assessment Report에 대한 작성방법을 살펴보았으며 가장 최선
의 방법은 Critical System이 없도록 구획배치와 시스템설계를 하
여 Detail Assessment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향후에는 Report 승인 이후에 요구되는 시운전 및 유지보수 
계획에 대한 절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MSC. 216 (82), Chap. II-1/Reg.8-1  
[2] MSC. 216 (82), Chap. II-1/Reg.21 
[3] MSC. 216 (82), Chap. II-1/Reg.22 
[4] MSC.1 Circ 1369 
 
 



 

 

Safe return to port 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윤여표, 문경태, 김기정, 박건일(삼성중공업) 

 
요 약 

 
2010. 7. 1 이후 건조(K/L, Keel Laying)되는 120m 이상 또는 주 화재구역(Main Fire 

Zone)을 3 개 이상 가지는 여객선에 이른바 SRtP 법규(SOLAS II-1 reg.8-1, SOLAS II-2 
reg.21, 22) 적용이 시행되었다. 이 법규에 의하면 여객선의 주요 의장시스템들은 
사고분계점(Casualty Threshold) 이하의 화재나 침수상황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선박이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법규의 승인을 위해서는 선박의 
주요 의장시스템들이 위 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분석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SRtP 법규의 증명은 널리 알려진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나 FTA(Fault 
Tree Analysis) 혹은 BDD(Binary Decision Diagram)과 같은 방법론들이 사용될 수 있으나, 
SRtP 가 적용되는 의장시스템의 수가 방대하고 시스템 간 연계가 복잡하여 분석자가 일일이 
분석하거나 트리를 구성하여야 하는 위 방법론들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RtP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를 이용한 SRtP 평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작동조건을 가지는 장비모델을 이용하여 
SRtP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이를 통해 시스템 분석을 
자동화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SRtP 평가프로그램의 구성과 여기에 사용된 
새로운 SRtP 분석 방법론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Fuel oil system 의 
SRtP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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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객선의 대형화에 따라 승객 및 승무원이 크게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들이 제정되었
다. 그 중, 2010년 7월 1일부터 건조되는 여객선에 적용되는 이
른바 ‘Safe return to port’관련법규로 인하여 여객선 선박의 의장
시스템 설계에 있어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윤여표 외, 
2007). 

Safe return to port(이하 SRtP) 관련 법규에서는 크게 3가지 
상황에 한하여 선박의 의장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
(Performance standard)을 제시하고 있다(Fig.1).  

 
Safe return to port: 

1) 선박 내 한 수밀 구획(Watertight compartment)의 침수
가 일어났을 경우, 선박은 자력으로 안전하게 항구로 돌
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규에서 제시하는 14가
지 주요의장시스템들이 위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IMO, SOLAS II-1. Reg.8-1). 각 상황에 대해 작동 
가능하여야 하는 의장시스템은 Table.1에 나타내었다. 

2) 사고분계점(Casualty threshold) 이하의 화재 사고에서도 
14가지 주요의장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고분계점이란 고정식 화재 소화장비가 설치된 경우 하나
의 A class 경계를 말하며 소화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화
재발생 구역과 인접한 A class 경계까지 포함한다(IMO, 
SOLAS II-2. Reg.21). 
 

Orderly evacuation and abandonment: 
3) 하나의 주 수직구역(Main vertical zone)이 화재로 손실되

었을 경우에는 탑승자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6
가지 주요 의장시스템들이 3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IMO, SOLAS II-2. Reg.22). 

 
Fig. 1 Casualty cases according to SRtP 

 
 
 
 

Table.1 Essential systems for SRtP related regulations 
No. System 

SOLAS 
II-1. II-2 

Reg.8-1 Reg.21 Reg.22
1 Propulsion O O  
2 Steering systems and steering-

control systems O O  
3 Navigational systems O O  
4 Systems for fill, transfer and 

service of fuel oil O O  
5 Internal communication O O O 
6 External communication O O O 
7 Fire main system O O O 
8 Fixed fire-extinguishing systems O O  
9 Fire and smoke detection 

system O O  
10 Bilge and ballast system O O O 
11 Power-operated watertight and 

semi-watertight doors O O  

12 Systems intended to support 
“safe areas” O O  

13 Flooding detection systems O O  
14 Other systems determined by 

the administration O O  

15
Lighting along escape route, at 
assembly station, at 
embarkation station 

- - O 

16 Guidance systems for 
evacuation - - O 

Total 14 14 6 
앞으로 건조될 여객선 선박의 설계승인을 위해서는 설계된 선

박이 위 성능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사고 후 의장시스템의 성능평가(Assessment of 
passenger ship systems’ capabilities after a fire or flooding 
casualty) 즉, SRtP 평가를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IMO, 2010). 

SRtP평가에는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와 
BDD(Binary Decision Diagram), FTA(Fault Tree Analysis) 등이 
이용될 수 있으나 SRtP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장시스템들이 
방대하고 서로간의 연결이 복잡하여 실제 위 방법론을 이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Fig. 2에서 보듯이 기장설계자는 
Main Engine에 공급하는 연료유 시스템을, 전장설계자는 배전시
스템을 각각 이중화 설계(Redundancy Design)를 하였으나 특정
한 구역의 사고시 동시에 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하여 SRtP rule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설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설계자가 rule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는 매우 힘이 들다. 

 
 
 



 

 

Fig. 2 Failure example of SRt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비속성을 응용하여 사고 후 의장시스템

의 작동여부를 판단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RtP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설계하고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Fuel oil system의 SRtP평가 예제를 수행해봄으로써 본 연
구에서 제시된 SRtP 평가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SRtP 평가 방법론 

2.1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FMEA) 
 

FMEA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론으로 단
일사고(Single failure)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한 시점에 시스템 
내 한 기능 혹은 한 장비가 고장 난 것으로 가정하고 이 고장이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법이다. FMEA는 어떠한 
분석에도 이용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IMO, MSC 36 annex 4) 분석자의 수준에 따라 분석결과의 질에 
큰 차이가 있고 컴퓨터의 도움 없이 오직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
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
다는 단점이 있다(백영구, 2002). 

조선분야에서는 드릴쉽의 dynamic positioning system의 안전
성을 평가하는데 FMEA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선박추진 시스
템에 적용되는 Propulsion redundancy notation의 검증과 
HSC(High speed craft) code가 적용되는 선박의 안전성 평가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SRtP 평가에도 FMEA가 응용될 수 있다. 한 구역이 손실되었
다고 가정하고 손실된 구역에 설치된 장비들을 모두 찾은 후, 이 
장비들이 고장이 주요 의장시스템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
로써 SRtP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Fig.3). 

그러나 SRtP가 적용되는 대형여객선의 경우, 수많은 구역으
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백 개 이상의 사고 경우에 대해 분석
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SRtP가 적용되는 16개의 의장시스템
과 그 보기류들 그리고 시스템들 간의 의존성까지 고려하여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석자의 사고를 통해 분석을 수
행하는 FMEA를 SRtP 평가 방법론으로 이용하게 되면 분석의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Fig.3 Procedure of SRtP assessment using FMEA 

 
 

2.2 Binary decision diagram(BDD) 
 

 BDD는 영국 SSRC(Ship Stability Research Centre)와 
SAS(Safety-at-Sea Ltd.)에서 개발한 SRtP 평가프로그램 
SAVANT(System Availability Analysis Tool)에 사용된 분석방법론
이다.  

BDD는 주로 컴퓨터 공학 및 전자공학 분야에서 불 함수
(Boolean function)를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되는 자료구조이며 
회로 분석 및 Fault tree analysis등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다
(Shim et al, 1995). 

본 프로그램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장비
(Physical components)들을 분석에 필요한 위치정보와 함께 모
두 입력한 후 입력된 요소를 이용해 주요시스템의 작동여부를 
불 함수로 구성한다. 이때 각 요소의 작동여부를 1(작동함)과 
0(작동하지 않음)의 이진 값으로 표현한다. 주요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그 하위 시스템들의 불 연산(Boolean operation – AND, 
OR)으로 구성되고 하위 시스템들 또한 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들의 불 연산으로 나타내어진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주요 시
스템의 작동여부를 하나의 불 함수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이를 시
스템 모델로 이용하여 SRtP 평가를 수행한다 SRtP 평가는 손실
된 구역의 장비들의 작동여부를 0(작동하지 않음)으로 변경함으
로써 전체 불 함수의 값이 0 혹은 1인지를 확인하여 SRtP를 만
족하는지 평가하게 된다(Guarin, 2011). 

위 방법론의 경우, 구성된 불 함수의 변수 값만 바꾸어 입력
함으로써 SRtP 평가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
용자가 의장시스템 도면을 보고 물리적 장비에 대한 위치정보를 
입력하여야만 하고 불 함수 또한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여야 하
여야 한다. SRtP 평가 대상시스템이 복잡하고 방대함에 따라 입
력시간이 많이 소요됨과 동시에 입력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구성된 불 함수가 실제 시스템의 작동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Fig.4 Procedure of SRtP assessment using Binary decision 

diagram(Guarin, 2011) 

 
 
2.3 Proposed Methodology: Component based 

system modeling 
 

본 연구에서는 각 장비마다 고유의 작동조건이 존재한다는 사
실에 착안하여 SRtP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제안
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여러 장비들의 연결로써 구성된다. 각 
장비들은 파이프나 케이블을 통해 다른 장비로 연결되고 연결된 
파이프나 케이블을 통해 연료나 신호, 전력등과 같은 입력과 출
력을 주고 받음으로써 시스템이 작동된다. 또한 각 장비들은 작
동을 하기 위한 고유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펌프를 
살펴보면, 펌프는 배전반에서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야 
작동을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펌프가 이송시키기 위한 유체도 
연결되어있어야 펌프가 온전히 동작하여 유체를 다음 장비로 이
송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비를 입/출력과 장비가 작동하
기 위한 작동조건, 장비의 작동여부 그리고 SRtP 분석을 위한 
추가 정보(설치된 구역, Protection 여부 등)를 가지는 컴포넌트 
모델로 일반화할 수 있다. 

Fig.5 Component model 

 
 

Fig.5는 컴포넌트(장비)의 모델을 도식화 한 것이며 Fig.6은 

펌프의 컴포넌트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펌프
는 유체와 전력을 입력으로 받고, 이 입력들을 모두 받게 되면 
출력으로 유체를 토출하게 된다. 만약 유체나 전력 중 하나라도 
입력으로 받지 못하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게 되며 출력을 보내
지 않는다. 

Fig.6 Component model of pump 

 
구성된 컴포넌트 모델들을 실제 시스템과 같이 장비들 간 연

결하게 되면 컴포넌트 모델들이 입/출력을 주고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시스템모델을 이용하면 SRtP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장시스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장비 심
볼에 컴포넌트 모델 정보를 지니고 있게 하고 연결선을 통해 입/
출력을 전달하도록 하면 의장시스템 도면 작성과 동시에 시스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Fig.7은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과 시
스템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7 System diagram & System model for SRtP assessment 

 



 

 

시스템 모델이 구성되게 되면 BDD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장
비 컴포넌트 모델의 작동여부(Operability) 값을 변경하여 장비의 
고장을 모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SRtP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방법론의 경우, 설계자가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입력하
면 분석을 위한 시스템 모델이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분석자
가 시스템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SRtP 분
석을 위한 추가적인 모델링이 필요 없다. 또한 구성되어 있는 컴

포넌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FMEA와 달리 분석자
의 수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의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에도 상관없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able.2 Comparison of SRtP assessment methodology
비교항목 FMEA BDD Component based system modeling (본 연구)

분석 자동화 + ++ +++ 
복잡한 시스템 분석 + ++ +++ 

분석결과 일정성(분석자에 따른) + ++ +++ 
SRtP 분석 계산 시간 + +++ ++ 

총 분석 시간 + ++ +++ 
입력/분석 시 정확도 

(휴먼 에러 측면) + ++ +++ 
 

3. SRtP 평가 프로그램 
3.1 SRtP 평가 절차 분석 

 
SRtP 평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이전 SRtP 평가 절차에 대해 

분석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SRtP 평가를 포함한 승인과정은 IMO의 MSC.1/Circ.1369에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SRtP평가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
을 제공하는 Ship’s description 단계, Critical system을 파악하는 
Overall assessment, Critical system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
행하는 Detailed assessment의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수행된다
(IMO, 2010). 

Fig.8 Assessment of systems’ capability process flowchart 

 

* 표의 비교는 각 방법론 간의 상대적 우위만을 나타냄. 
 
 
각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hip’s description단

계는 또다시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선박과 의장시스
템의 정보를 서술하는 ship and system definition단계와 선박의 
구역과 사고경우를 도출하는 Spaces and casualty generation단
계 그리고 의장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고 모델링 하는 systems 
functional analysis 단계이다(Russo, 2011).  

 
Fig.9 Design and appraisal process for SRtP 

 
 
위 사항들을 바탕으로 SRtP승인에 필요한 산출들을 나열하면 

아래 Table.3과 같다. 
1. Information on the ship & essential systems의 경우 설계

도면 및 이에 대한 설계자의 설명이므로 프로그램에서 따로 산
출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
지 산출물들은 모두 SRtP 평가프로그램에서 산출할 수 있도록 
SRtP 평가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였다. 

 



 

 

Table.3 Required outputs for each assessment stage 
Assessment Stage Required output 

Ship’s 
description 

Ship and system 
definition 

1.Information on the ship 
& essential systems 

Spaces and 
casualty generation 2.Casualty cases 
Systems functional 
analysis 

3.System model 
(Dependability) 

Overall assessment 4.1.System capability 

Detailed assessment 
4.2.System 문경문경문
capability for critical 
system 

  
3.2 시스템 개요 및 구성 

 
 Fig.10은 SRtP 평가 프로그램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프로그

램은 앞서 분석한 SRtP 평가절차를 기반하여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었다. 각 모듈은 SRtP평가에 필요한 산출물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각 모듈 별로 SRtP승인에서 요구되는 산출물들을 차례
대로 산출하게 된다.  

 
Fig.10 Schematic diagram of SRtP assessment program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게 된다. 우선, G/A를 읽어드

려 분석용 구획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casualty case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을 G/A위에 입력하
여 시스템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시스템 모델을 통해 시스템
이 작동하는 것을 모사하고 casualty를 적용하여 해당 casualty 
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SRtP평
가를 수행한다. 생성된 casualty case 및 시스템모델 그리고 
SRtP평가사항은 분석결과 가시화 모듈에서 분석보고서로 작성
된다. 

 
3.3 각 모듈 별 기능 

 
1) G/A 분석 및 구역데이터(compartment data) 생성 모듈 
 

 G/A를 읽어 선박의 모든 공간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
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경우를 만들어 내는 모듈이다.  

G/A도면은 단순히 형상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기 때문에 이를 프로그램에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
서 이 모듈에서는 G/A의 각 폐곡선들을 찾아내어 선박의 구역으
로 설정하고 Deck와 MVZ 등과 같은 위치정보를 가진 구역데이
터를 생성한다. Fig.11은 본 모듈에서 생성되는 구역데이터를 보
여주고 있다.  

G/A에 A class 경계 및 수밀 구획이 작성되어 있다면 사용자
의 추가설정 없이 수밀 구획과 A class 경계에 대한 데이터도 생
성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앞서 생성된 구역데
이터를 이용하여 수밀 구획과 A class 경계데이터를 설정하게 
된다. A class 경계데이터를 설정할 때에는 고정식 화재 소화장
비의 유무도 입력하여 화재 사고에 적용되는 사고분계점
(casualty threshold) 생성에 이용한다. 

A class 경계와 고정식 화재 소화장비 유무가 설정되게 되면 
선박에 적용되는 화재사고 경우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수밀 
구획을 이용하여 선박에 적용되는 침수사고 경우도 생성하게 된
다. 또한 주 수직구역의 화재 사고 경우도 생성한다. 본 모듈의 
전체 흐름은 Fig.12와 같다. 
 

Fig.11 Compartment data 

 
 

Fig.12 Process of G/A analysis and compartment data 
generation module 

 
 
2) 시스템 다이어그램 입력 및 시스템모델 구성 모듈 
 
본 모듈은 사용자로부터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입력 받고 

이를 이용하여 SRtP 평가용 시스템 모델을 생성한다.  
 SRtP 평가를 위해서는 의장시스템 구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G/A도
면 위에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입력하게 된다. 앞서 2.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장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입력된 경우 시스템 
모델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시스템 모델이 생성되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되는 지를 모사
해 볼 수 있다. 장비 컴포넌트 모델은 다른 장비들로부터 작동조
건에 해당하는 입력들을 모두 받아야 작동하게 되어 출력을 내



 

 

보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모델이 처음 구성되었을 
시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
으로 모사된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주 발전엔진(Main generator engine) 및 주요 장비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임시로 설정해주어야 한다. 즉. 작동여부 값을 0(작동하
지 않음)에서 1(작동함)로 변경시켜주어야 한다. 이는 실제 선박
에서 연료 펌프 등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엔진에 
스타팅 에어를 공급하여 시동을 거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시스템 모델이 실제 작동하는 것으로 모사할 수 있다. 
만약 시스템 다이어그램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면 시스템은 작
동하는 것으로 모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설계 오류
나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3) SRtP 분석 모듈 
 

 G/A 분석 및 구역데이터 생성 모듈에서 도출되는 사고 케이스
(casualty cases)와 시스템 다이어그램 입력 및 시스템모델 구성 
모듈에서 생성된 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SRtP 평가를 수행하는 
모듈이다. 
 작동하는 것으로 모사된 의장시스템 모델에 사고를 적용하고 
이때 시스템 모델이 계속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사고의 적용은 사고가 발생한 구역의 장비를 검
색한 후 이 장비들의 작동여부를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설
정하여 구현한다. 한 사고를 적용한 후 시스템 모델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고 다음 사고를 적용한다. 이때 시스템 모델의 상
태를 모두 저장하여 SRtP 분석결과로 이용된다. 

 
4) SRtP 분석 결과 가시화 및 리포트 생성 모듈 
 
앞선 각 모듈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리포트로 

생성하는 모듈이다. 사고케이스는 G/A도면에 해당 사고구역을 
표시하여 가시화하고 시스템 모델은 BDD와 같은 트리 형태로 
가시화한다. SRtP 분석결과는 승인과정에 알맞은 리포트 형태로 
생성하게 된다. 현재 본 모듈의 경우, 아직 개발이 착수되지 않
았으며 추후 사용자가 보기 편리한 형태 및 승인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형식을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구현될 예정이다. 

 
 

3.4 시스템 개발 
 

SRtP 평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재, G/A 분석 및 구역데이터(compartment 
data) 생성 모듈, 시스템 다이어그램 입력 및 시스템모델 구성 
모듈 그리고 SRtP 분석 모듈의 개발 단계에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련의 CBD 방법론 (전병선, 2004)에 따라 요구사항 분
석 및 아키텍처 설계, 구현 단계 등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Fig.13과 Fig.14는 요구사항 분석에 따라 설계된 아키텍처 중 
비즈니스 객체와 SRtP 분석모듈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Fig.13 Business objects – structural standard 

 
 

Fig.14 Sequential diagram of SRtP analysis module 

 
 
 
개발된 SRtP 평가프로그램은 구역데이터 생성(Fig.15)과 

Fuel oil system, Fire main system, Power distribution system에 
대한 SRtP 분석이 수행가능 한 수준까지 구현되었으며 본 논문
에서는 이 중 fuel oil system에 대한 SRtP평가를 수행하여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4.2에서 살펴보았다. 



 

 

Fig.15 Process of G/A analysis and compartment data 
generation module 

 
 
 

4. Case study: Fuel oil system의 SRtP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SRtP 평가방법론의 적용가능성과 SRtP 

평가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략한 Fuel oil system
에 대해 SRtP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Fig. 16은 SRtP 만족하기 위해 설계된 Fuel oil 시스템의
컨셉 다이어그램으로 각 엔진룸에 독립적인 fuel oil system을 구
성하여 최소한 두 엔진룸 중 하나의 엔진룸에는 연료가 공급되
도록 설계되었다. 두 fuel oil system의 파이프가 동시에 지나가
는 부분은 한 구역의 손실로 인해 두 시스템의 파이프가 동시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A60 trunk를 설치하였다. 

 
 
 

Fig.16 Concept diagram of fuel oil system 

 
 
이 시스템에 대하여 SRtP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

그램에 위(Fig.16)와 동일한 다이어그램을 입력하였다. Fig.17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fuel oil 시스템이다. 프로그램 내 구성된 장비 
컴포넌트 모델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용 BDD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 
 

Fig.17 Concept diagram of the fuel oil system in the SRtP 
assessment program 

 
 
SRtP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모사하

여야 한다. 현 다이어그램에서는 스팀이나 전기 등을 공급해주
는 시스템들이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fuel oil system의 각 
장비에 스팀 및 전기 등은 모두 공급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 시스템은 실제 작동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작동이 되는 요소들은 색깔이 변경되게 된다. Fig.18은 시스템 
구동이 모사된 상황이며 전체 시스템이 구동되어 녹색으로 변경
되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모사되면 각 구역에 사고가 난 것
을 적용하여 해당사고 시 의장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19는 좌로부터 세 번째 구역에 화재 혹은 침수가 발생
하였을 시 의장시스템의 작동여부이다. 사고로 인해 직접 손상
을 입은 장비들은 붉은 색으로 변경되었고 직접 사고로 인해 손
상되지 않았으나 손상된 장비들로부터 입력을 전달받지 못하여 



 

 

작동하지 않는 요소들은 보라색으로 변경되었다. 사고가 적용된 
부분을 지나는 파이프의 경우 현재 A60 trunk 보호되고 있기 때
문에 손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선미쪽 엔진룸의 엔진들에는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엔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remain 
operational)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
른 구역의 사고의 경우에도 각 사고가 의장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ig.18 Activated fuel oil system in the SRtP assessment 
program 

 
 
본 논문에서는 SRtP 평가 프로그램의 구현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간략한 예제인 Fuel oil system에 대해서만 SRtP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SRtP방법론을 통
해 추가적인 시스템 정보입력이나 불 함수의 구성없이 SRtP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SRtP 평가에서는 SRtP가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G/A위에 입력하고 분석을 수행하여 시스템간의 복잡한 연결관
계와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주요 의장시스템의 작
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본원인(root cause)가 무엇인지
를 찾아내서 시스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ig.19 Effects of casualty on fuel oil system in the SRtP 
assessment program 

  

5. 결론 
 
Safe return to port 룰의 적용은 여객선의 의장시스템에 있어 

많은 변화를 유발하였다. 룰에 해당되는 의장시스템들과 그 시
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보조시스템들은 모두 리던던시를 가지게 
설계되어야 하고, 실제로 리던던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학
적 분석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조선소 측은 여객선
의 설계 및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RtP 평가
를 위한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비용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SRtP 
평가는 설계의 승인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며, 다양한 설
계 안에 대해 분석하여 더 나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SRtP 평가에 이용되는 FMEA나 BDD의 경우 전문적인 
분석자가 필요하고, 분석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모되어 다양한 설계케이스에 대해 분석을 수행을 해보기가 어렵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인 분석자의 도움 없이 설계자가 
시스템다이어그램만 입력하면 SRtP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SRtP 평가 프로그램도 제안
하였다. 

SRtP 평가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발과 기
능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은 Fuel oil system과 fire 
main system, power distribution 시스템에 대해서는 컴포넌트 모
델이 구성되어 있으나 SRtP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SRtP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의 컴포넌트 모델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SRtP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 가
시화 및 리포트 생성기능이 추가되어 설계를 개선하거나 설계 
승인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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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미국 등 국외 해군의 경우 함정 획득 기본 절차의 근간은 시스템엔지니어링 방법론이다. 이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기본 절차와 System of Systems 라는 개념을 통하여 획득 초기단계에서부

터 도태에 이르는 수명주기 동안에 최초의 요구조건에서부터 구성시스템의 도태 방법론에 이르는 

관련된 모든 성능 및 제반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가장 기초

가 되는 구체적인 형태가 임무기반의 함정설계 기법이며, 본 논문에서는 최초 소요제기 단계에서

부터 임무기반 함정 설계를 전제로 하여 함정 획득을 진행하였을 경우 그 활용분야 및 효과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인 정성적인 ROC를 정량화하여 검증, 시험평가하며, OMS/MP 작

성을 통한 정성적인 ILS 분야의 정량적 시험평가라 할 수 있다.

※Keywords : Naval Ship Design, Mission-based Ship Design, Systems Engineering, ILS, 

OM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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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생존성 향상설계를 위한 요구조건 개발에 관한 연구 
신윤호*,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진동충격팀 *  

A Study on Development of Requirements for Survivability Enhancement Design of 
A Naval Ship 

Shin, Yun-ho*, Chung, Jung-hoon* 

Shock & Vibration Team, KIMM * 

Abstract 
함정의 생존성 해석은 유사시 승조원의 생존성 및 임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각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생존성 해석, 설계 및 평가를 
위해서는 생존성 해석 수행에 앞서서, 대상 함정의 임무 및 활용 용도를 기반으로 한 생존
성 요구조건의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함정 생존성 해석에 앞서서 개발한 생존성 요구조건
을 활용하면 대상 함정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면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
가 생존성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설계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정 생존성 
요구조건의 개발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생존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Key words : Ship Survivability (함정 생존성), Survivability Requirement (생존성 요구조건), 
Survivability Analysis (생존성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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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급의 생존성 관련 함정규칙 현황 분석 
신윤호*, 정정훈*, 박재홍** 

한국기계연구원 진동충격팀 *, 한국선급 해사연구팀 ** 

An Analysis on Naval Ship Design Rules of Foreign Ship’ s Classification for 
Survivability Enhancement Design 

Shin, Yun-ho*, Chung, Jung-hoon*, Park, Jae-hong** 

Shock & Vibration Team, KIMM *, Maritime Technology Research Team, KR ** 

Abstract 
함정의 설계에는 전투라는 특수한 임무 상황을 고려한 설계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임의의 위협에 대한 피격 시 승조원의 생존성, 임무 수행 능력, 추진 등의 함정의 기본
적인 기능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존성 향상 측면에서의 함정 설계 변경안을 제안하는 과정
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함정의 생존성 해석과 관련하여 국외 선급에서 수행하
고 있는 생존성 관련 함정규칙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생존성 향상 설계를 위한 활
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생존성 관련 국내 함정규칙 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보다 신뢰성 있고 의미 있는 해석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Key words : Ship Survivability (함정 생존성), Ship’s Classification (국외 선급), Survivability 
Analysis (생존성 해석), Naval Ship Design Rule (함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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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동선의 설계규정 검토를 위한 규정 비교 
및 구조 해석

김병종(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권수연(선박안전기술공단),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선박해양시스템과), 이장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Leisure boat and yacht should be designed to meet the domestic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s large 
merchant vessels. Recently, each countries are encouraged to follow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Furthermore domestic organization has not yet announced the design rule and regulation for 
FRP-catamaran yacht design. Therefore, it has been required to make the regulation for domestic situations of 
FRP-catamaran. This study deals with the structural strength evaluation of 50ft catamaran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Design load of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are compared with the regulation of 
Korea Register and Lloyd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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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국내의 해양 레저 산업은 해상 마리나 증가, 요트 수요의 
증가에 따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쌍동선(Catamaran)
의 경우, 단동형 선박에 비해 갑판의 면적이 넓어 공간 활용이 
유리하고, 복원성능도 뛰어난 장점이 있어 앞으로 그 수요가 크
게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Park, et al., 2010). 선박 설계 및 건
조과정시 규정 및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한국
국가기준은 알루미늄 재질의 쌍동선의 구조기준만 제정되어 있
으며, 그 내용은 KR의 알루미늄 쌍동선 규정과 같다(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009; Korean Register, 2010). 
따라서 FRP 재질의 쌍동선 설계 건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규
정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검사 및 승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향후 쌍동선 구조기준에 대한 ISO-TC188.12215-7(안)
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국제표준은 한
국국가기준 및 수출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승인 절차에 수용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ISO-TC188.12215-7가 국제표준으로 제
정될 것을 대비하여 국제표준 규정을 다른 선급 규정과 비교 분
석하고, FRP쌍동선의 구조 강도 평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선급들의 구조기준과 ISO- 
TC188.12215-7(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로 이미 건조
된 국내의 50ft급 FRP 쌍동선을 대상으로 ISO 규정 및 국내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Rule scantling통해 설계 하중을 산출하
고 설계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검토한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강도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을 통하여 쌍동선 설계에 필요한 한국국가기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쌍동선의 구조강도 평가에 관한 검토는 몇 차례 연구에 의하

여 수행되었다(Oh, et al., 2009; Cho, et al., 1994). 기 수행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정한 설계 규정을 알루미늄 재질의 쌍동선에 
대해 적용하여 설계 하중을 산정하고 구조해석에 적용하는 과정
을 제시한 연구로 파악되며, 이러한 선행 연구는 알루미늄 쌍동
선의 설계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FRP 쌍
동선에 대한 각 규정 검토는 아직까지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Oh, et al., 2009). 또한 구조 해석 시 다양한 하중에 
대한 쌍동선 전선 해석 방법이 제시 되지 못했었다(Oh,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쌍동선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중을 반영하고 해석 결과의 향상을 가
져올 수 있는 쌍동선 전선 모델에 대한 구조강도평가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각 규정 별 적용 범위
2.1 ISO(국제표준) - TC188.12215-7(2009)

ISO는 소형 쌍동선을 위한 규정으로 TC188.12215-7를 수립
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12215-7 규정은 선체길이 24m 미만의 
소형 쌍동선을 위한 규정으로 현재 회람 및 검토 중에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선박의 요건으로는 선체길이 24m 이내, 속도는 
최대 50knots 이하, 선박의 선질은 복합재료, 알루미늄 합금, 강
재 등이 있다. 특히 배의 운항 제한범위 변수를 유의파고와 
Beaufort Force에 따라 나눈 것이 주요 특징이다(International 
Standard, 2008; International Standard, 2009).

2.2 KR(한국선급) – 고속경구조선(2010)
KR은 고속 경구조선을 위한 규정안에 쌍동선에 대한 규정을 

포함 시켰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선박의 요건으로는 만재배수량
이 (0.135 × L × B)1.5ton 이하인 선박. 속도는 고속경구조선의 
경우, 최대 속력이 25kts 이상, 또는 7.16 × ∇0.1667kts 보다 큰 
선박. 선박의 선질은 강재, 알루미늄 합금, 복합재료 등이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운항제한 범위 변수를 항행 구역별 피항지로 부
터 최대거리로서 구분하고 있다(Korean Register, 2010). 이때 L
은 선박의 길이, B는 선체의 너비, ∇는 만재배수용적을 말한다.

2.3 Lloyd선급 - SPECIAL SERVICE CRAFT(2008)
Lloyd는 선체의 길이를 최대 150m 이하, 고속선의 경우  속도

는 7.19 × ∇1/6kts 이상, 경구조선의 경우 배수량이 0.04 × (LR 
× B)1.5ton 미만의 선박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선
박의 선질은 강재, 알루미늄 합금, 복합재료 등이 있다. KR의 고
속 경구조선 규정과 마찬가지로 운항제한 범위 변수를 피항지로
부터 최대거리로서 구분하고 있다(Lloyd Register, 2008). 이때 
LR은 선박의 길이를 말한다.

3. 각 규정 별 가속도 계수
3.1  ISO 12215-7의 가속도 계수

선박 운항 시 각 부재에 작용 하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계산 되어야 하는 계수로서, ISO 규정은 크게 단동선과 다
동선의 가속도 계수로 나누어져 있다. 다동선의 경우 LWL (흘수
선상에 배의 길이)와 BWL (흘수선면 상에서의 선체들의 폭의 합), 
V (최대 속도)에서 mLDC (배수량)을 나누어서 nCGMH (가속도 계
수)를 구한 후 각 부재에 작용하는 압력 산출 시 사용되며 아래 
식 (1) 과 같다. ISO 규정에 의한 쌍동선 강도 평가 절차는 Fig. 
1 과 같다.



 

× × ×


                 
(1)

Fig. 1 Procedure of structural strength evaluation for 
catamaran (Jang, et al., 1998).

3.2  KR 고속경구조선의 가속도 계수
KR 규정은 aCG (설계 수직 가속도)와 al (종방향 설계 가속

도),at (횡방향 설계 가속도)로 구분되어 있다. aCG의 경우, fg  
(선종과 항행범위 제한부호에 따라 구분된 가속도 계수)와 g0 (중
력 가속도)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때 aCG는 식 (2)와 같다.

  





                                 (2)

al (종방향 설계 가속도)의 경우, 속도 및 길이, 가속도, 그리
고 CW (파랑 계수)를 이용하여 al (종방향 가속도 계수)를 구한
다.

  

  
 



                   (3)

at (횡방향 설계 가속도)의 경우, TR (횡요주기)와 θr (최대횡
요의 기울기), hw (최대속력의 0.7배를 유지할 수 있을 때의 최대
파고), rr (횡요중심으로부터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높이)를 이용
하여 구하게 되며 식 (4) 와 같다. 또한 TR은 식 (5)와 같다. 

  
 



                                       (4)  

  



                              (5)

         
         

3.3  Lloyd SPECIAL SERVICE CRAFT의 가속도 계수
Lloyd선급은 hrm (상대 수직 운동 계수), av (수직 가속도 계수)

로 나누어지며, 이때 av 는 선박의 주행상태에 따라 배수형인 경
우와 활주형인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활주형인 경우, 선체의 수
직운동에 의한 동하중 계수로서 선체 외판에 작용하는 충격하중
이나 압력하중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fa (선체 형상 가속 계
수), BM (선체들의 총 폭), H1/3 (허용 유의 파고),  ɵD (LCG 에서
의 선저 기울기 각도), Γ (Taylor quotient), Δ (배수량)등이 사용
된다.

 

   ×  
(6)

배수형인 경우의 av (수직가속도)는 Γ (V/√LWL) 와 LWL(수선 
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7)

ax (선미로부터 특정 위치에서의 수직 가속도 계수)는 xa (만재 
흘수선에서의 선미로부터 수직 가속도를 계산 지점까지의 거리)
를 이용하여 구한다.

 



 


           (8)

  




 


                     (9)

4. 각 규정 별 주요 하중
4.1  ISO 12215-7의 주요 하중

ISO의 경우 쌍동선에 작용하는 주요 하중으로는 크게 선체 전
체에 작용 하는 종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와 파랑 등에 의한 
선저나, 연결부 갑판 밑바닥에서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슬래밍 하
중 등이 있다. 종굽힘 모멘트(MBH)는 파랑이나 자중에 의한 선체 
종 길이 방향으로 굽힘 모멘트에 의한 하중으로, ISO에서는 MBH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대해서만 정의하였다. MLDC (만재배수량)
에 LWL (수선면 길이)에서의 선체 길이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 ×                            (10)  
       

비틀림 모멘트(T)는 선체의 운동이나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뒤틀릴 때 발생하는 하중으로 LWL(수선의 길이), MLDC (만재배수



량), nCGMH(동하중 계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 × ×                  (11)

선저 슬래밍 하중(Bottom slamming pressure, PBMH)은 선체 
바닥면에 파랑의 충격에 의한 하중으로 KDC (해상 상태 계수), KL 
(종방향 압력 분포 계수), KAR (슬래밍 압력 작용 면적 분포 계
수), KR (부재 및 보트 타입 계수), KDR (압력 분포 계수)를 이용
하여 구한다.

 ×××                  (12)
 ×

×
×××  

(13)

연결부 갑판 슬래밍 하중(Cross deck slamming pressure, 
PWDMH)은 hull 연결부 바닥에 면에 파랑의 충격에 의한 하중으로 
mLDC (배수량), KDC (해상 상태 계수), KLWD (종길이 방향의 압력 
계수), KZWD (수직 방향으로의 압력 계수)로서 식 (15)와 식 (16)
중 더 큰 값으로 한다.

 ××××     (14)
  ×××               (15)
  ×∙

                  (16)

4.2  KR 고속경구조선의 주요 하중
KR의 쌍동선에 작용하는 주요 하중은 ISO와 크게 다르지 않

으나 횡방향 굽힘 모멘트가 추가되어 있고, 종방향 굽힘 모멘트
에서 파랑에 의한 모멘트가 고려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먼저 종굽힘 모멘트(Mhog, Msag)의 경우, 파랑에 의한 호깅 
및 새깅 상태의  모멘트를 각각 구분하여 정수 중 굽힘 모멘트를 
합하여 계산 하도록 되어 있다.

 ∆          
(17)
   ×

            
(18)

KR의 비틀림 모멘트는 종비틀림 모멘트(MP)와 횡비틀림 모멘
트(MT)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Δ(배수량), aCG(설계 가
속도), L(선체길이), b(쌍동선체 중심선간의 길이)등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                                          (19)

 

∆                                          
 (20)

횡굽힘 모멘트(MS)는 V/√L의 값이 3.0이상, L<50m인 쌍동선
의 경우와 L≥50m인 경우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Δ(배수량), 
aCG(설계 가속도), L(선체길이), b(쌍동선체 중심선간의 길이), s
(항행범위에 따른 계수)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이때 L<50m인 
쌍동선의 경우는 식 (21)과 같다.

 

∆                                          (21)  
      

선저 슬래밍 하중(Psl)은 종방향 슬래밍 압력 분포 계수(kl), 
hull의 개수(n), 고려하는 부재의 설계하중 작용면적(A), 고려하
는 횡단면에서의 선저 경사 각도(βx), 수선상 선박의 나비(BWL)등
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22)

연결부 갑판 슬래밍 하중(Psl)은 고려하는 부재의 설계 하중 
작용면적(A), 흘수선으로부터 하중 작용점까지의 수직거리(Hc), 
슬래밍 압력의 선박 길이 방향 분포 계수(kt), 수선으로부터 슬래
밍을 피하기 위한 하중 작용점까지의 필요한 수직거리(Kc)를 이
용하여 구한다.

  
∆ 

                        (23)
                              (24)

4.3  Lloyd SPECIAL SERVICE CRAFT의 주요 하중
Lloyd의 주요하중 항목은 KR과 거의 동일하다. 
먼저 종굽힘 모멘트(Mmw)의 경우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파랑

중의 굽힘 모멘트의 합으로 구하게 된다. 이때 새깅, 호깅 상태
의 계수값(Ff), 종방향 길이별 계수값(Df), MM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25)
  

                              
 (26)

비틀림 모멘트(MT)는 항행 제한 범위에 따른 계수(Gt)와 배수
량(Δ), 수직 가속도 계수(av)등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Item Value
LOA 16.02m
BWL 3.20m
LWL 15.47m
BCB 5.8m
ZWi 0.82m

Depth 2.95m
Draft 0.9m

Displacement 19.8Ton

Table 1 Principal dimension of catamaran 

  ∆                                      (27)

횡굽힘 모멘트(MB)의 경우 항행 제한 범위에 따른 계수(Gf), 
쌍동선체 중심선간의 길이(b), 배수량(Δ), 수직 가속도 계수(av)
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                                         (28)

Lloyd의 선저 슬래밍 하중은 선체 외판에 작용하는 압력(PS)과 
배 종류 계수(Sf), 선박의 운항 상태 계수(Hf), 항행 제한 범위 계
수(Gf), 바닥의 충격 압력(Pdh), 선수쪽 충격 압력(Pf)등을 이용하
여 식(29),(30),(31)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29)
                                                

 (30)
                                              

 (31)

Lloyd의 연결부 갑판 슬래밍 하중은 선박의 운항 상태 계수
(Hf), 배 종류 계수(Sf), 수선면 아래까지의 유체 동역학적인 압력
(Pp), 연결 갑판부에서의 충격 압력(Ps)를 이용하여 식 (32)와 
(33)중 큰 값으로 한다.

                                                 
 (32)
                                                (33)
  ×                                       (34)
 

 





           
(35)
 ∇

                               (36)

5. 쌍동선 구조해석
5.1 구조해석 모델

앞 장에서는 각 규정 별 설계 하중을 요약하였다. 각 규정 별
로 제시한 설계 하중에 따른 응력 및 변형을 검토하고 이를 쌍동
선 설계 기준 정립에 활용하고자 기 건조된 실제 선박을 이용하
여 구조 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각 규정에 따라 설계 하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선정된 선박은 국내에서 운항중
인 50ft급 FRP 쌍동선이다. 쌍동선의 주요 치수 정의는 Fig.2와 

같고 주요 치수는 Table 1에 정의하였다.

Fig.2 Dimensions of a catamaran(International Standard, 
2009). 

쌍동선은 선체(hull), 격벽(bulkhead), 보강재(stiffener), 용골
(keel)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선체의 재질은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부재의 두께는 도면에
서 제공한 mat와 roving의 혼합 비율의 계산을 통해 산정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또한 샘플 쌍동선의 구조해석을 수행 하기위해 샘플 선박의 
도면의 구조 형상과 부재 배치 정보를 얻어 전선 모델링을 위해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상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은 
MSC.Patran 및 Nastran을 사용하였으며, 판넬로 구성된 선체 부
재는 4-Node Shell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보강재는 Beam 요소
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선체 모델링의 형상과 내부 부재 
배치는 Fig. 3과 Fig. 4와 같다.



Structural 
member(mm)

Thickness
Outter skin Core Inner skin

Hull 7.1 20 4.95
Keel 9.9 20 4.95

Bulkhead 4.6 18 4.6

Table 2 Thickness of structural members

Material Property Sandwich
Elastic modulus 7103MPa
Poisson's ratio 0.3 

Density 0.93x10-6kg/mm3

Yield strength 126.1MPa

Table 3 Property of materials

Longi. bending 
moment(KN·m) ISO KR Lloyd

Hogging 153.1 278.1 322.39
Sagging 153.1 272.1 201.5

Table 4 Longitudinal bending moment of catamaran

Trans. bending 
moment(KN·m)

ISO KR Lloyd
Not defined 207.52 553.72

Table 5 Transverse bending moment of catamaran

Twisting 
moment(KN·m)

ISO KR Lloyd
459.4 449.72 716.3

Table 6 Twisting moment of catamaran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catamaran

선체 재료의 물성치는 예제 선박의 도면에서 나타난 매트와 
로빙의 혼합 비율을 바탕으로 ISO 12215-5 Annex D의 계산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International Standard, 2008). 또한 샌
드위치의 강성은 구조해석을 하기 위해 단일 재료로 치환하여 해
석하였으며 Table 3에 나타냈다(Lars, 2000; Shin, et al., 
2006).

Fig.4 Arrangement of catamaran stiffener 

5.2  하중 조건
본 연구에서는 앞서 4장에서 설명한 각 규정의 쌍동선 주요하

중을 직접 계산하여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으로 적용하였다. 사용
된 규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표준규정(ISO TC 
188.12215-5,7, 2008), 한국선급(고속경구조선,2010), 로이드
선급(Special service craft, 2008)이다.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리한 주요 하중은 Table 4 ~ 
Table 6에 정리하였다. 선수 및 선체 연결부의 deck에 작용하는 
압력은 Fig.5 및 Fig. 6과 같고, 이때 판의 치수는 보통 0.8 x 
0.8 m로 계산하였으며, 선수를 기준으로 각 판의 무게 중심점까
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압력 값을 나타냈다.

설계 하중은 Lloyd 선급이 정한 규정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으나, ISO 규정이 정한 값은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ISO 규정은 횡굽힘 모멘트는 정하지 않고 있다.

Fig. 5  Bottom slamming load



Fig. 6  Cross deck slamming load
5.3  경계 조건

종굽힘 모멘트의 경우, 선수와 선미 끝 부분의 bulkhead에 
RBE2요소를 적용하여 그 단면의 무게 중심점에 계산된 모멘트 
값을 적용하여 종굽힘 방향으로 굽힘 모멘트가 발생하도록 설정
하였다. 또한 호깅 및 세깅 모멘트는 작용하는 부호의 값을 + 에
서 - 로 또는 - 에서 +로 바꿔서 적용하였다.

이때 구속 조건은 A, C 위치는 Dx, Dy, Dz를 0으로 하였으며, 
B, D 위치는 Dy, Dz를 0으로 하였으며 이를 Fig. 7에 나타냈다.

Fig. 7 Boundary condition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횡굽힘 모멘트의 경우, 5.2 장에서 계산된 횡굽힘 모멘트 값

을 Center line으로부터 양 Point 하중 작용점까지의 거리로 나누
어 Force를 구하였다. 이때 구속 조건은 A, C 위치에서 Dx, Dy, 
Dz를 구속하였으며, B, D 위치는 Dy, Dz를 구속하였고 이를 
Fig. 8에 나타냈다.

Fig. 8 Boundary condition of transverse bending moment 
비틀림 모멘트의 경우, 선수나 선미 끝 부분의 bulkhead 한곳

에 RBE2 요소를 적용하고 그 단면의 무게 중심점에 계산된 모멘
트 값을 적용하였다. 구속 조건은 RBE2 요소를 적용한 반대편 
끝에 위치한 bulkhead 전체에 Dx, Dy, Dz를 구속하였고 이를 
Fig. 9에 나타냈다.

Fig. 9 Boundary condition of twisting bending moment 
선저 슬래밍의 경우, 하중은 Fig. 5와 같이, 선미를 기준으로 

수선면 하부의 bottom hull 부분에 가하였다. 이때 구속 조건과 
위치는 Fig. 8과 동일하다. 

연결부 갑판 슬래밍의 경우, 하중은 Fig. 6와 같이, 선미를 기
준으로 연결 deck 밑면에 가하였다. 이때 구속 조건은 A, C 위
치는 Dx, Dy, Dz를 구속하였으며, B, D 위치는 Dy, Dz를 구속하
였고 이를 Fig. 11에 나타냈다.

Fig. 11 Boundary condition of bottom slamming



6. 구조해석 결과
FRP 쌍동선의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각 선급에서 정의하

는 부재 위치별 허용 계수를 인장강도와 곱하여 허용 응력을 산
정하였다. 또한 구조 해석 결과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영역을 취
약 구조부로 선정하고 허용 응력과 비교하여 이를 Table 7에 나
타냈다. 

Rule Members Allowable stress
Factor Value(MPa)

ISO
Shell Bottom 0.5 63.1

Cross deck 0.5 63.1
Stiff. Bottom 0.33 41.6

Cross deck 0.33 41.6

KR
Shell Bottom 0.3 37.8

Cross deck 0.3 37.8
Stiff. Bottom 0.3 37.8

Cross deck 0.3 37.8

Lloyd
Shell Bottom 0.28 35.3

Cross deck 0.33 41.6
Stiff. Bottom 0.33 41.6

Cross deck 0.33 41.6

Table 7 Allowable stress of members

6.1 종굽힘 모멘트에 의한 해석결과
각 규정별 종굽힘 모멘트에 의한 구조 해석 결과 최대 응력은 

Lloyd의 호깅 조건이고, midship부근과 side shell부분에서 약 
1.39MPa로 작용하였다. 허용응력인 33.63MPa에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규정에 따
른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고 Fig. 13 ~ Fig. 15에 나타냈다. 
허용응력에 비하여 응력은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Rule Displacement
(mm) σxx(MPa) Von-mises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KR(H) 0.78 0.72 1.2 33.63KR(S) 0.76 1.22 1.17

Lloyd(H) 0.9 0.84 1.39 33.63Lloyd(S) 0.56 0.91 0.87
ISO(H) 0.43 0.38 0.66 33.63ISO(S) 0.43 0.69 0.66

Table 8 Result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Fig. 12 Displacement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ISO-Sagging)

Fig. 13 Von-mises stress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ISO-Sagging) 

Fig. 14 Displacement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ISO-Hogging)

Fig. 15 Von-mises stress of longitudinal bending moment 
(ISO-Hogging) 



6.2 횡굽힘 모멘트에 의한 해석결과
각 규정별 횡굽힘 모멘트에 의한 구조 해석 결과 최대 응력은 

Lloyd의 값으로서 KEEL 바닥면에 약 6~7MPa로 작용하였다. 이
는 하중 작용 위치에 의한 응력 집중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횡굽힘 모멘트에 의한 전단 응력은 hull과 cross deck의 연결 부
재 사이에서 약 1.5MPa 정도로 분포하였다. 하지만 허용응력인 
37MPa에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규정에 따른 결과를 Table 9에 정리하였고 Fig. 16 
~ Fig. 18에 나타냈다.

Rule Displacement
(mm)  τyz(MPa) Von-mises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KR 5.7 2.94 6.88 33.63

Lloyd 15.2 7.83 18.4 36.99

ISO - - - -

Table 9 Result of transverse bending moment 

Fig. 16 Displacement of transverse bending moment (KR)

Fig. 17 Von-mises stress  of transverse bending moment 
(KR)

Fig. 18 Shear stress transverse bending moment (KR) 

6.3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해석결과
비틀림 모멘트의 경우, Lloyd의 값이 선미부의 격벽과 cross 

deck의 하단부가 만나는 지점에서 15MPa 가량의 최대 응력이 
나타났다. 또한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응력은 선미부 하단의 
선체 횡단면을 모두 구성하는 격벽과 cross deck가 만나는 부분
에서 4.3MPa가량의 최대 응력이 분포하였다. 하지만 허용응력인 
37MPa에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규정에 따른 결과를 Table 10에 정리하였고 Fig. 19 
~ Fig. 21에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굽힘력을 비롯한 비틀림 하중에 의한 응력은 매
우 허용응력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각 규정이 
보수적 관점에서 설계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
다.

Rule Displacement
(mm) τyz(MPa) Von-mises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KR 18.1 2.64 9.41 33.63

Lloyd 28.9 4.26 15 36.99

ISO 18.5 2.73 9.62 36.99

Table 10 Result of twisting moment 



Fig. 19 Displacement of twisting moment (ISO)

Fig. 20 Von-mises stress of twisting moment (ISO)

Fig. 21 Shear stress of twisting moment (ISO) 
 

6.4 선저 슬래밍에 의한 해석결과
선저 슬래밍의 경우 KR의 값이 Cross deck의 구속 조건을 준 

cross deck 양 끝 부분에서 0.17MPa로 최대 응력이 나타났다. 
이는 구속 조건에 의한 응력 집중 현상으로 판단되며, 그 값 또
한 허용응력인 33.6MPa에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
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규정에 따른 결과를 Table 11에 정
리하였고 Fig. 22과 Fig. 23에 나타냈다. 

계산된 선저 슬래밍에 의한 응력 수준 또한 허용 응력에 비하
여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력은 운항하는 해상 상태 
및 파의 특성과 쌍동선의 운동을 감안하여 구한 슬래밍 하중이 
아닌 설계 규정에서 제시한 하중에 의하여 산정된 값이기는 하지
만, 그 값의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  

Rule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KR 0.48 0.17 33.63

Lloyd 0.1 0.12 31.39

ISO 0.3 0.13 36.99

Table 11 Result of cross bottom slamming load

Fig. 22 Displacement of bottom slamming load (ISO)

Fig. 23 Von-mises stress of bottom slamming load (ISO)

6.5 연결부 갑판 슬래밍에 의한 해석결과
연결부 갑판 슬래밍의 경우 Lloyd와 KR의 값이 선수부의 

cross deck와 deck가 만나는 부분에서 0.18Mpa로 가장 크게 분
포하였다. 이 또한 허용응력인 37MPa에 크게 미치지 않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 규정에 따른 결과를 
Table 12에 정리하였고 Fig. 24와 Fig. 25에 나타냈다.

연결부 갑판 슬래밍 하중 값도 선저 슬래밍 하중 값과 마찬가
지로 설계 규정에 의한 값이다. 그러나 선저 슬래밍에서 보였던 
현상과 같이 연결부 갑판 슬래밍 하중도 응력 관점에서는 심각한 
하중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Rule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MPa)

Allowable 
stress(MPa)

KR 1.21 0.18 33.63
/ 39.24(shear)

Lloyd 1.2 0.18 36.99
ISO 0.93 0.14 36.99

Table 12 Result of cross deck slamming load

Fig. 24 Displacement of cross deck slamming load (ISO)

Fig. 25 Von-mises stress of cross deck slamming load 
(ISO)

 7. 결 론
본 논문은 FRP 재질의 쌍동선 요트의 각 선급의 설계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ISO, 
Lloyd, KR에서 정한 쌍동선 설계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각 규정별로 정한 설계 하중을 산정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미 건조되어 운항 중인 50ft급 FRP 쌍동선 요트
를 대상으로 주어진 설계 하중에 대한 응력 수준을 유한요소해석
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산출된 최대응력과 각 규정에서 정의한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50ft급 샌드위치 FRP 쌍동선을 대상으로 Rule scantling 수
행 시, Lloyd의 규정이 종굽힘 모멘트 322.4KN·m, 횡굽힘 모멘

트 553.7KN·m, 비틀림 모멘트 716.3KN·m 등으로 KR이나 ISO
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KR이 높게 나타났으며 
ISO가 가장 작은 하중 값이 계산되었다. 

2)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 종굽힘 모멘트에 의한 최대 
응력은 1.4MPa, 횡굽힘에 의한 최대 응력은 18.4MPa, 비틀림에 
의한 최대 응력은 9.6MPa, 선저나 연결deck에 슬래밍에 의한 
최대 응력은 약 0.2MPa 로서 허용 응력인 37MPa에 크게 미치
지 못하였다. 

3) 구속 조건에 의한 응력집중 현상을 제외하고 각 하중 조건
에 의한 응력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판과, 
cross deck와 hull사이의 연결부에서 가장 높은 응력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기 건조된 FRP 쌍동선에 각 선급의 설계 규정을 적용하더
라도 정적 구조 강도 측면에서는 충분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 선급 규정 및 국제 표준을 검토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국제표준에서 검토 중인 쌍동선 설계 규정에서 정
한 안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국가규정 제정을 위
한 초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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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 내부 격실의 Wireless-LAN 환경 제공을 위한
Path Loss Model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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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th Loss Model Consideration for
Implementing Naval Ship Onboard Wireless-L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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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Wireless LAN have been recognized, its demand for 

applying every industry field gains popularity. Also in ship building industry, the concept of 

'Smart Ship' has been developing for several years, now it begin to construct and make a 

contract a Smart Ship which is characterized by SAN(Ship Area Network). SAN is comprising 

with Wire 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network, however, there are lots of 

challenges to construct indoor network environment onboard. This is because of physical 

restriction, that is, ships are made with steel which radio frequency can not penetrate. In 

this paper, we review  several indoor propagation model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Based on results, we choose the considerations concerning building Wireless LAN onboard.

※Keywords : Naval Ship Design, Path Loss Model, Wireless-Lan Environment

1. 서  론
IT기술 기반의 무선 데이터통신 환경의 구

축이 조선업계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된 이래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한 조선소내 무선통신 환경이 삼
성조선소 및 울산 현대 조선소에 구축이 되
었다. 최근 11년 3월에는 현대중공업이 스마
트 선박 기술(Smart ship technology) 이 탑
재된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다. 
Smart ship technology는 선박 내 모든 기능

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무선 
SAN(Ship Area Network)을 의미하는데, 이
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경제적인 선박 
운행 및 효율적인 선박 자원관리 그리고 원
격 선박 유지/보수 등을 도모할 수 있다. 특
히 전시 및 평시 작전임무에 활용되는 군함
의 경우 이러한 상업적 가치에 더하여 유사
시 함정 승조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전투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SAN 구성에 있어서 가장 난관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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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는 선박 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구
축이다. 선박 외부로의 무선통신은 활용 가능
한 전 주파수대(licensed and un-licensed 
frequency)을 이용하여 이미 활발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성능향상(데이터 전송율 증대)
을 위하여 많은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박 내부에서의 무선통신
은 선박 구조물이 철로 건조됨으로 인하여 
전파가 투과하기 어려워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일부 산업용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MODEM을 이용하여 전력선
을 통한 와이파이 신호 전달 방법이  사용할 
수도 있으나 전송 데이터율이 낮거나, 신호전
달 coverage가 좁아 효과적인 사용에는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용 ISM band RF(Radio 
Frequency)을 이용한 AP(Access Point) 기
반의 선박 내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
하여 전파 투과가 어려운 금속 재질의 실내 
환경에서 propagation path loss model을 작
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ITU indoor propagation model를 포함
한 신호 감쇄 모델(path loss or propagation 
model)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금속 
재질 실내 환경에서 path loss model을 작성
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2. Propagation Model 비교
RF propagation이 일어나는 주요한 3가지 

mechanism은 반사(reflection), 회절
(diffraction) 그리고 분광(dispersion)이 있으
며, 이러한 물리현상으로 인하여 신호 세기에 
있어서 감쇄와 distortion을 야기한다. 특히 
일반적인 실내 환경(사무실, 주택 구역 등)의 
경우 다수의 벽과 바닥, 그리고 장애물 등으
로 인하여 outdoor 환경에서는 고려하지 않
아도 되었던 감쇄 요인이 발생하여 신호 세
기 예측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소규모(한 채의 집, 빌딩의 수개 층 

등) 구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구역에 대한 
WLAN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
쇄 요인 및 감쇄 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였으며, 사실상 다양한 모델들이 선보이게 되
었다. 하지만 모든 연구결과는 육상의 가거
(可居)공간에 한정되고, 고려된 장애물 역시 
RF 신호가 투과 가능한 물질(벽돌, 시멘트, 
나무 등)이였다.

함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RF 신호가 투과 
불가한 철제 구조물이라 일반적인 감쇄 현상
을 모델링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간단해 지
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르나, 
함정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와 실내의 
수많은 격실들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propagation model을 통한 통신 
infrastructure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서 기존에 사
용되는 대표적인 모델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기존 모델이 가지는 공통적인 감쇄 
고려 항목은 FSL(Free Space Loss)과 거리 
증가에 따른 비선형적인 감쇄항목 그리고 투
과 장애물(바닥, 벽) 이다. 주파수 선택에 따
른 감쇄율은 넓은 대역의 RF에 대한 일반적
인 모델을 작성할 때 고려되었다. 각 모델별 
파라미터는 실험기반의 모델(empirical 
model) 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2.1 ITU Model
ISM band 중 WLAN 환경 제공을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GHz 단위
로 파장의 크기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
는 단위와 비슷하다. 따라서 RF 신호의 감쇄 
정도는 주파수 선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1)



여기서 는 MHz 단위의 주파수, N 은 
distance power decay index, d 는 송수신
기간 거리,  는 바닥을 통과할 때 감쇄도, 
n 은 송수신기 간의 RF 신호가 통과해야 할 
바닥의 수를 의미한다. 

2.2 One-Slope / Dual-Slope Model
One-Slope model에 의한 path loss 는 

아래와 같다.

     (2)

 는 송신기(transmitter)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된 path loss, n 은 실험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path loss exponent(or 
power decay index), d 는 발신기와 수신기
(receiver)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One-Slope model에 비하여 더 향상된 정확
성을 보여주는 Dual-Slope model은 식 (3)
과 같다.

   











   ≤ 

   
    (3)

기본적으로 Dual-Slope model은 거리(d)
를 LOS(Lind of Sight) 와 obstructed LOS로 
나눈다. 즉, 거리에 따라서 path loss 
exponent를 다르게 설정한다. 그러한 분기점
이 되는 거리, ,는 실내 환경에서 천정이
나 벽면 등에 의해서 Fresnel Zone이 방해받
는 거리와 관련이 있다. 

2.3 COST 231: Multi-Wall Model
송수신기 사이의 감쇄 정도를 측정함에 있

어 실내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는 바닥과 벽을 통과하여 전달되
는 RF 신호이다. 투과에 의해 감쇄되는 항이 
추가된 식은 식 (4)와 같다.

  





 






 





(4)

여기서 와  는 각각 RF가 투과하는 
바닥과 벽의 수,  와  는 각각 인접한 
바닥과 벽에서 손실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비
선형적인 손실 요소로 적용되는 파라미터, b 
는 실험을 통해 산출 가능하다. 

3. Path Loss Model 작성 시 고려사항
앞서 살펴본 path loss model들을 함정 실

내 환경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주파수, RF 투
과율, 실내 격실 구조 등의 요소들이 재고되
어야 한다.

Un-licensed frequency 대역을 이용한 
WLAN 이기에 이미 범세계적으로 합의가 이
루어진 2.4 / 3.6 / 5 GHz 에 대한 감쇄율 
만을 고려한다. 즉, 주파수 종속적인 일반적
인 상황은 논외이다.

함정 일반 격실의 면적, 바닥과 벽을 통한 
투과율이 0라는 점을 감안 시 direct 
distance(or LOS) 에 의한 요인은 미비하며 
각 모델의 투과요소는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출입문을 통한 propagation 요소들, 회
절과 분광 등, 에 의한 항목은 추가적으로 고
려 되어야 한다. 또한 통로와 격실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확연히 다른 전파 전달거리가 
예상됨으로 장소에 따른 모델링이 이루어 져
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함정 내부 격실에서의 

WLAN 환경 제공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path 
loss model 작성을 위한 고려 요소들을 정리
하였다. 철 구조물이라는 함정의 특징은 기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였던 바닥
과 벽을 통한 전파 투과에 의한 감쇄를 제외
함과 동시에 전파 회절 및 분광 등에 의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해군 함정의 실내구조(격실, 통로) 분석과 RF 
신호 수신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 작성
과 AP 설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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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설계를 위한 디지털 목업 개발
오대균, 이경우(목포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진현진(신우산업), 이창우(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요 약

레저선박 개발과정의 경우 제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과정은 최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만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조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는 레저선박의 대형화와 고부가 가치화로 인해 까다로워지고 있는 설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제조과정에서의 오류, 운용상의 오작 및 제품의 품질(성능)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레저선박 개발과정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PLM 및 가상생산 기술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고자 한다. 선형설
계, 구조설계, 거주구 설계 등의 레저선박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목업을 구축하고, DMU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 프로
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제작 프로세스 이전에 설계결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제작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레저보트 DMU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며, 40ft 급 알루미늄 레저보트 설계 사례를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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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트릭 설계법에 의한 고속 파워보트 설계를 위한 연구

정요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선박해양공학과), 유재훈(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요 약
현재 일반 조선소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형 설계는 기존의 경험과 사례들을 통한 설계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 되고 이러한 방법들이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개발되어져 있다. 하지만, 중소형 레저 선박의 경우 선형의 기본적
인 특성이 일반 상선과는 달라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에 차이가 나므로 기존의 설계 프로그램으로는 레저 선박의 설계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선형설계 능력과 실적선 경험 등이 부족한 영세 기업의 경우 별도의 
선형설계 전문 인력을 가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실적선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모선(parent ship)을 사용하는 선형변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손쉬운 설계 기법과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는 파워 보트의 선형 설계를 위해 파라메트릭(parametric) 설계 기법을 창안하였다. 본 파
라메트릭 설계 기법은 선형의 형상을 몇 개의 주요 각도와 길이 만에 의해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치수는 선형의 유
체역학적인 특성과 쉽게 연관되어지도록 선정하였으며, 초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파라미터 수치를 선택하거나 입력하여 손쉽게 
새로운 선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Nomenclature
AB = Bow angle
AF = Flare angle
Ak = Keel angle
AT = Transom angle
B = Breadth maximum
Loa = Length overall 
HC = Chine height
HF = Fore height
HT = Transo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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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선형 설계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다. 첫째는 유사 실적선으로부터 선형을 얻는 방법으로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실적선의 성능을 알
고 있으므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건조 
실적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상선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소의 경우 많은 양의 실적선을 확보 
하고 있어 주로 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포함
된 다양한 상용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져 있다. 하지만 레저용 소
형 선박의 경우 유체역학적인 특성이 일반 상선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기존의 상선용 
설계 프로그램을 파워보트와 같은 레저 선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Nowachi(1993), Harries et al.(2003)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선체 형상을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정
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선형을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해양 레저 문화에 대해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레저 선박 생산에 관련된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서 관련 연구 개발이 미비 하고, 레저 선박과 관련된 기술 수준
도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 선형설계를 위한 모선(parent 
ship)으로 사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레저보트산업의 여건 상 대부분 업체들은 외국에서 설계 도
면을 구입하여 제작하거나, 레저보트 설계 경험이 있는 일부 소
수의 설계자의 경험적 기술에 의존하는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
다. 선형 설계는 설계자의 통찰력과 경험적 기술에 의존하는 전
통적 설계 방식에도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체계적인 설계 변수를 얻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설계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도 힘든 실정이
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레저보트 설계기술의 자체
적인 확보를 늦추게 되고, 국내 레저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생
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 레저 선박의 공급을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레저 선박의 경우 각각의 해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각 국가
별 선급이 규정하는 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관
련 요소 기술을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파
워 보트의 경우 한가지의 선형이 개발되면 개발된 선형을 바탕으
로 조금씩 변형된  여러 개의 시리즈 선형을 건조 하게 되는 경
우가 많아서 초기 설계 선형의 성능 확보가 요구된다. 초기 선형 
이후에는 소비자의 요구나 시장 경향에 맞추어 지속적인 선형 개
선이 필요하게 되므로 선형의 특성 값을 변수로 지정하여 기존의 
선형과 새로운 선형이 기본적인 제반 성능에 대해 서로 연관 관
계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학적인 방법으로 설계 변수를 구할 수 있는 수치적인 설계 방
법인 파라메트릭 설계 방법이 제안되어지게 되었다.

선형의 특성을 파라미터로 관리할 경우 결과물에 대하여 변형
이 용이하고 원하는 성능에 대한 다양한 선형의 비교 분석이 쉽

다. 단, 기본적인 설계 방법이 사용자 편이성에 대해 초점을 맞
추는 등 방법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변수를 줄이고 
설계자가 주로 이용하는 설계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선형을 변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이 선박의 설계를 다수의 
파라미터를 산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주어진 사양과 조건
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 결정하여야 하는 제원부터 시작하여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정과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 중 선형설계 과정은 가장 먼저 수행 되어야 하는 단계로서 가
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에서도 설계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요긴
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레저 선박, 특히 파워보트의 선형 특
성을 파리미터 설계기법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이 특성 파리미터
들이 갖게 되는 유체역학적인 기능을 분석한다. 이를 기본으로 
선형 설계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들을 추려 내고, 길
이와 각도의 수치 입력으로 각각의 특성을 나타 낼 수 있도록 한
다. 그 밖의 유연한 선이 요구되는 나머지 곡선은 B-spline 곡선
을 이용하여 생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선형의 특성을 담고 있
는 주요 변수들을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설계 할 수 있는 파워보
트 설계법을 고안 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2.1  파워보트 설계 현황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는 대부분 유사 실적선을 바탕으로 모선
을 사용하는 선형 설계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조선소에서 설
계하는 기법은 기존에 오랜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존 
건조 선박의 선형을 참조하여 재수정하고 있다. 참조된 선형을 
바탕으로 건조하기 위한 초기의 선형 설정 시에는 lines 와 연관
된 수많은 선들을 다시 구성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선
박의 설계는 전체적인 선형 변환이 쉽지 않고 재 변경 시에 상당
한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대부분의 중소 레저 보트 조선소의 경우도 대형 조선
소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파워 보트에 대한 건조 실적이 많지 않아서 
모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레저 보트에 대한 연구도 부족
하여 기존 선형의 데이터를 변경 가능한 인력이 극히 제한적이
다. 이 때문에 제작자가 제품의 기획과 구상부터 일반 설계, 상
세 설계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중형 조선의 특성상, 많은 인
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다. 이런 제작환경에서는 고객 요구
나 선급에 의한 설계변경 요소가 생기거나 기타 여러 생산과정 
상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다. 동시에 제작 
과정 전반에 있어서 설계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2.2 파라메트릭 디자인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parametric design)은 Nowachi(1993), 

Harries et al.(2003)에 의해 연구된 바 있으며, 선체의 형상을 
형상 파라미터(form parameter)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surface modeling을 하는 방법이다.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은 기존의 모선에서 선형을 재 변환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형을 초기 디자이너 또는 선주의 요구에 맞추어 몇 
개의 변수를 통해 설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방법의 경우 
대부분의 변수들이 B-spline curve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연속 
곡선의 표현이 불가능하여 선형의 표현이 명확한 각으로 
이루어진  파워보트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을 참조하여 파워 
보트 특성에 맞는 변환 방법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3. 파라메트릭 선형 생성
3.1 파라메트릭 설계 적용 범위 

Fig.1 는 선박 설계에 대해 개념적으로 도식화 하여 설명한 다
이어그램이다. 

Fig.1 Design Spiral

선박의 설계 프로세스를 보면 선형이 생성되는 최초의 단계는 
제작자와 스타일링을 하는 디자이너에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디
자인 안을 생성하고 제작자가 주요 치수(principle parameter)에 
대해 제약을 주거나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 이 수치에 맞
도록 디자이너가 개념 설계를 하면서 주요 단면들의 곡선과 개념
도를 결과물로 내게 된다. 이 결과물은 기본 설계 단계로 전달되
어 초기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이후 선박의 비손상 및 손상시 복
원 안전성 계산 등의 의 공학적 검토과정을 거처 비용과 생산적 

특면의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요소간의 상호의존성 때
문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발행하며, 횟수를 거듭하면서 
상충되는 문제데 대한 최적의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디자인의 개발 초기에는 발주자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알 수 없
는 많은 문제점이 거론된다. 선박 디자인은 다른 일반의 설계 보
다 설계자가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파워보트 디자인은 디자
인 요소와 성능을 잘 조율하면서 외관을 잘 표현 하여야 한다.  
파워보트의 디자인 요소가 가지는 디자인 요소는 주위의 요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요소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는 최적 점을 찾아야 하기에 디자인 과정에서 반복적인 공학적 
검토 과정과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파라메트릭 설계 방법을 적용 하여 
주요 치수에 부합하는 선형의 기본형을 정해진 특성치와 특정 파
라미터를 입력하여 선형을 생성 한다면, 선주의 요구사항 수정 
또는 공학적 검토 과정 중 반복되는 수정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기본 선형을 얻을 수 있으며,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 원리가 적용
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한 모선의 선형에서 파생되는 선형 생성 
또한 매우 쉽다.   
3.2. 파라메트릭 설계 변수 분석 

파워보트 설계 프로세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파라메트
릭 설계 작업 순서는 Fig.2 와 같다.

Fig.2 Shape generation process

선형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최초의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세스로 설계하는 보트가 가지는 요구사항에 맞는 파라미터
를 입력함으로써 간단하게 선형을 얻을 수 있다. 기획 및 구상된 
디자인을 제작사의 주요치수에 부합하는 선형의 기본형을 정해
진 특정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생성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선형의 3D view를 생성하기 위하여 sheer plan, body plan, 
half-breath plan 즉, Cad 프로그램상의 x, y, z 평면에 변수를 
입력 하고, 각각의  평면에서 기본적인 선형을 생성하여 그 선형
을 바탕으로 surface를 생성 한다. 변수 입력 전 선박의 용도나 
사용되는 해역에 맞는 선형 변수의 기준이 있다면 설계자는 보다 
손쉽게 기본 선형을 얻을 수 있으며 파라메트릭 설계기법의 원리



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작업한 모선의 선형에서 파생되는 선형 
생성 및 수정 또한 매우 쉽다. 입력 값으로 받는 수치들을 즉각
적으로 최초의 선형을 생성해주는 근거로 사용하여 이후에 이루
어지는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파워보트를 설계하는 최초의 프로세스인 선체의 뼈대가 
되는 선형의 생성 작업을 간략화 및 고속화하여 전체 디자인 비
용을 줄이고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선형을 벗어나는 독특한 디자인 
타입의 선형을 자유롭게 생성하는 기능보다는 파워보트가 가지
는 일반적인 선형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선박의 선체가 갖는 주요 수치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주
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정해지는 전장(Loa), 폭(B), 깊
이(T) 등의 주요치수가 있다. 이러한 치수들은 제작을 위한 초기
설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품의 용도, 크기 등의 측면에서 고
려되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파라미터에서 제외한다. 아래의 
Table.2 는 본 논문에서 사용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이다.

 

Items Remarks

Sheer
plan

θ1(AB) Bow Angle
θ2(Ak) Keel Angle
θ3(AT) Transom Angle

Hc Chine Height
HF Fore Height
HT Transom Height

Body
plan

θ4(AF) Fore Angle
θ5(DM) Midship Deadrise
θ6(DT) Transom Deadrise

Half-
breath
plan

θ7 Entry Angle on Deck
θ8 Entry Angle on Chine line

Table 1. Parameter of parametric design 

3.2.1. Sheer plan 변수 분석
아래 Fig. 3 은 sheer plan에서 볼 수 있는  파라미터의 위치

와 의미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상의 예시이다.

Fig.3 Characteristic Values on Sheer plan
θ1(AB)부터 θ3(AT) 까지 세 개의 각은 sheer plan에서 외곽 

형태를 결정하는 각도를 나타낸다. 길이에 대한 치수들은 외곽 
형상의 기준점이 되는 주요 치수에 해당하게 된다. 먼저, θ1(AB)

은 bow rake 또는 stem rake 각으로 sheer plan에서 선수의 앞 
라인이 keel line과 이루는 각이다. 선수 형상은 배의 진행에 따
라 선수파를 만들고 해상의 파도를 가르는 기능적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파워보트 외형 및 내부 용적과 관계한다. θ1을 
변화시킴으로써 raked bow shape부터 reverse angle bow 
shape 까지 다양한 형상을 표현 할 수 있다. 선수의 형상은 직선
형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의 곡면을 가지는 등 다양한 형
태를 띠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직선 형태로만 외곽 형상
을 생성하고 곡면 형상은 추가적인 형상의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에 간단한 곡선 표현을 통하여 형상을 변경 시킬 수 있다.

θ2(AK)는 base line 과 keel line 이 이루는 각으로 트랜섬 방
향으로 keel line을 형성 할 수 있다. 이 각도는 파워보트가 활주 
할 때 생기는 선미 trim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θ3(AT)는 transom rake 각으로 bow rake 각과 마찬가지로 
transom end 면과 수직축과의 각을 표현하며 데크 공간을 조절
하고, 저속 항주 시에 트랜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상 저항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HC는 선수와 chine의 선수 끝단이 만나는 높이를 정하여 준
다. 선수에서의 chine 위치를 지정하면 정면도에서 생성할 수 있
는 transom과 midship 위치에서 chine line 높이가 결정되기 때
문에 sheer plan에서 결정된 세 개의 높이를 바탕으로 B-spline 
곡선을 이용하여 chine line의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Loa의 양 끝단에 위치한 HF와 HT를 이용하여 최
상의 deck 또는 gunwale의 sheer line을 표현 할 수 있다. 양 끝
단을 잇는 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직선 또는 곡선으로 표현 
할 수가 있다.
3.2.2. Body Plan 변수 분석

다음으로는 정면도에 나타나게 되는 형상 파라미터에 대해 분
석하였다. 선체 midship에서의 횡단면 형상은 보트의 목적이나  
유체역학적인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곡선과 함께 복잡한 모양
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옆면과 선저의 경
계를 이어주는 형상을 가진 moulded, round bilged 또는 soft 
chined shape 타입이 있으며, 길이 전반 또는 대부분에 걸쳐 옆
면과 선저를 구분 짖는 명확한 각이 존재하는 chined, hard 
chined shape 타입이 있다. 또한 두 분류의 형상 종류에 해당하
는 다양한 선체 모양의 전형적인 타입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양 항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파워보트
에서 주로 쓰는 ‘V shape’ 을 갖는 hard chined bottom 타입의 
선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hard chined 
bottom 타입의 선형의 경우에는 본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을 이
용해 손쉽게 다양한 형상 변형이 가능하며, 이 선형을 기본으로 
필요시 곡면 형상을 생성하면 이외의 선형 생성이 가능 하다. 

 정면도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파라미터로 deadrise 
angle 과 flare angle이 있다. Fig.4는 간단한 정면도의 예시이다.

θ4(Af)는 flare angle로 수직축과 선체의 옆면이 이루는 각으로
서 선체 내부공간의 크기와 건현 형상에 따른 정적 횡복원력을 



결정하게 된다. 
θ5(Dm)은 midship에서의 deadrise angle, θ6(Dt)는 transom 

에서의 deadrise angle로 base line 의 수평축과 선체의 바닥 부
분이 이루는 각이다. deadrise angle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다양
한 각을 가질 수 있다. 정수 중의 운동만 생각하면 deadrise 
angle 이 작을수록 선체의 wetted surface area가 줄어들고, 그
에 비례하여 마찰저항 또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deadrise 
angle이 클수록 파도가 있는 경우 상방향 동압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아주며 그에 상응하는 파도 힘의 수직 방향 가속도를 줄
여줄 수 있어 파랑 중 직진 안정성과 선회 시 bank turn이 원활
하여 선회 성능이 좋다. 이 값은 28피트급의 파워 보트의 유체역
학적인 특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선박의 설계 속도나 용도, 
기본적인 외부 형상에 의해 구체적인 값으로 좁혀질 수 있다. 

Fig. 4 Characteristic Values on Body Plan 

최대 선폭의 크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각 midship section과 
transom section에서의 deadrise angle로 형성되는 선과 flare 
angle로 형성되는 선이 만나는 점이 transom에서부터 midship 
까지 chine line 높이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또한 두 개의 
선으로 외곽 형상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선체의 배수용적 결
정에 크게 연향을 미치게 된다.
3.2.3. Half-breath plan 변수 분석

마지막으로 half-breath plan에서 볼 수 있는 선박의 특징을 
결정짓는 파라미터로는 두개의 입사각이 있다. 입사각은 Loa의 
선수 끝단에서부터 폭 방향을 갖는 각으로 아래 Fig.5을 보면 알 
수 있다.

θ7은 deck 에서의 gunwale과 관련한 입사각이다. 이 각의 크
기에 따라서 deck의 공간을 조절 할 수 있다. θ8은 chine line의 
형상을 결정짓는 입사각이다. 이 각은 선박의 조파 저항과 관련
이 있다. 입사각이 낮을수록 물을 쉽게 가를 수 있어 조파저항 
및 파랑 중 부가저항이 개선되어지게 되며, 선형의 비척도와 관
련하여 속도-길이 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개
의 선들은 B-spline 을 이용하여 생성한다. B-spline의 경우 기
본 곡선의 수정이 용이하여 요구에 따라서 쉽게 수정이 가능하
다. 두 개의 곡선은 chine line 상부의 내부 공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Fig. 5 Characteristic Values on Half-breath plan 

위의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선형 생성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를 가진 기본 선형이 생성될 것이다. 또한 이 선형은 주
요 파라미터들을 통하여 선박이 가져야 하는 기능적 특성이나 유
체역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정의되어진 각각의 파라미
터들은 단순히 형상의 정의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적
인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형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파라미터들만 가지고도 기초적인 성능을 미리 추정할 수 
있으며, 선형과 성능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얻은 동일한 결과물을 통해서 서로 다른 
기본설계 작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계산을 통하여 유체역학
적 성능이 만족 하지 않을 경우 연관된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간단하게 성능이 개선된 선형을 생성할 수도 있다. 

4. 파라메트릭 선형 생성 예 
앞 장에서 분석한 파라메트릭 선형 생성 방법을 이용하여 선형 

생성 과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형을 생성 하여 보았다.

Items Unit Dimension

Sheer plan

Loa m 8.534
θ1(AB) Degree 40
θ2(Ak) Degree 0
θ3(AT) Degree 0

Hc m 0.9
HF m 2.090
HT m 1.140

Body
plan

B m 2.830
θ4(AF) Degree 0
θ5(DM) Degree 19
θ6(DT) Degree 19

Half-
breath
plan

θ7 Degree 80
θ8 Degree 50

Table 2. Input data for parametric design of Eco28

선형 생성을 위하여 사용한 대상 선박은 ‘Eco28’로 이름 붙여
진 28피트의 전장을 갖는 외양 항해용 선내기 장착형 파워보트
이다. 파라메트릭 설계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석된 기본 제



원 및 파라미터는 Table.2와 같다. 선형 개발을 위하여 개념 설
계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개략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형상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추려 Table 2에 수록하였으며, 3차원으로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파라미터를 적용한 선형
을 생성하였다. 선형 및 surface 생성을 위한 3차원 CAD 프로그
램으로는 UG NX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 6 Eco28 sheer plan

Fig. 7 Eco28 half-breadth plan

Fig. 8 Eco28 body plan

Fig. 9 Eco28 perspective view

Fig. 6은 Eco28의 sheer plan을 정의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입
력하여 생성된 것이다. 선수 형상은 raked 형상이며, transom은 
단순한 수직형태로 설계하였다.

Fig. 7은 half-breadth plan에서 두 개의 입사각을 사용하여 
deck 와 chine line에 대해 표현 하였다. Eco28은 바다에서 낚시
를 포함한 레저 활동에 초점을 맞춘 파워 보트로서 선수부에 넓
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gunwale의 입사각을 크게 표현하였
다. chine line에 관한 입사각 역시 deck와 cabin 내부에서의 활
동이 모두 편리하도록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

추었다. 
Fig. 8은 body plan의 완성된 모습으로 deadrise angle과 

flare angle을 이용하여 단면 형상을 표현하였다. deadrise angle 
은 선박의 복원 안정성과 파랑 중 선회 능력 등의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유사한 전장을 가지는 파워 보트
들에 채택되어진 값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균적인 값에 해당한
다. flare angle은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deck의 폭과 chine 
line에서의 폭이 같은 값이 되도록 하였다. 

Fig. 9는 모든 파라미터를 입력 하고 선형을 형성 한 뒤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urface를 생성한 결과이다.

5. 결 론
파워보트의 초기 설계를 위하여 기존에 조선소에서 주로 사용

하는 실적선 바탕의 모선에서의 변환 방법이 아닌 선형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설계법을 연구
하였다. 설계자가 원하는 복잡한 형태의 선형을 생성하기에는 무
리가 있지만 일반적인 파워 보트의 선형을 얻는 데는 만족할 만
한 결과를 얻었다. 초기 선형에 대해 유체역학적 성능 개선이나 
다양한 설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파라미터 몇 가지만 변경
하면 전체적인 선형을 변형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가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선형 생성에 소요되는 복잡한 형태의 곡선과 곡면 형태
에 대해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하고 복잡한 형
태의 선형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포함하여 각각의 파라
미터들과 유체역학적인 성능과의 관계를 CFD 해석과 수조시험 
등을 통해 규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
구는 초기설계 단계에서도 유체역학적 성능과 연계된 선형 설계
가 가능하도록 한 CAE 기능을 갖춘 파워보트 설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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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해양레저장비산업 경쟁력강화사업 "3D 

제품 설계기반과 신 제작 공법을 적용한 20feet 및 60feet급 파
워보트 시제선 개발"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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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크루즈선의 설계를 위해서는 선체 설계 기술 외에 탑승자들의 안락한 여행을 위한 고도의 
방음⋅방진 기술, 건축적 공간 설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최근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경제 동향 등에 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디자인을 결정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표적인 것이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객의 성별, 나이, 능력,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능, 편리, 심미, 
실용 모두를 만족하는 디자인(서비스)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에 따른 크루즈선의 편의 지향 설계 방법에 해 연구하였다. 즉,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에 해 소개하고 크루즈선(Princess Cruise Line-Emerald 호)의 
일부 공간에 해 이 개념을 적용하여 편의 지향 설계를 수행하였다.  

1.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량 생산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

서는 표준 집단, 주류들이 생겨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은 
비주류로 구분되어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경제, 
문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Fig. 
1 참조),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전의 주류들이 비주
류로 편입하는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

적인 분류는 사회의 차별, 그리고 무시를 제공했다. 이제는 기존 
사회의 기계적이고 이분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인간의 다양성
과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Lee & Park, 2000). 

한국의 조선 산업은 1970년을 기점으로 기술과 가격 경쟁력
을 바탕으로 발전되었고, 일반 상선 분야에서 유럽의 조선국가
들을 앞서고 있다. 2000년 로 들어서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단
순 건조량에서 중국에 추격당한 상태다.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아닌 고급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
선의 건조는 필수적이다. 크루즈선은 승객들이 하룻밤 이상을 
지낼 수 있는 침실을 포함하여, 유흥, 오락, 식사, 스포츠 등의 
각종 위락 설비를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톤수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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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 All American Act 2001’ 은 정의하고 
있다. 여행 또는 화물의 수송이 아닌 유람을 주목적으로 운항 기
간이 수일 내지 수개월의 장시간 항해를 하며,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높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1 Change in the population within each age band 
over time(Clarkson, 2005)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크루즈 선사(cruise line)별 공간 배치 
및 특성들을 분석, 크루즈선의 공통적인 공간 구성 요소들을 발
견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에 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배치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공간 디자인에 적용시켜 새로운 얼
터너티브 디자인(alternative design)의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1.2 관련 연구 현황 

 
최근 상선, 크루즈선, 함정에 이르기까지 편의 지향적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된 바 있다. 김홍태(2001)는 함
정 설계에 인간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함정의 불확실성과 위
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운용성을 증진하고자 미국의 사례를 들어 
승조원의 거주 공간과 거주 구역 내 의장품 배치를 한국인의 체
형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하고 있다. Lampinen(2010)은 CEM(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개념을 크루즈선 승무원의 서비스에 적용하여 변
화된 서비스에 근거한 크루즈선의 실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지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인간 공학적 개념 적용을 통한 사용자
의 편의성과 안락함을 추구한 함정 연구가 있음을 보았고, 경영 
부분에서는 이름은 달리하지만, 사용자의 의견 추출에서 크루즈
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감을 볼 때, 크루즈선의 편의 지향 설계를 
위한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의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 
2.1 개요 

 
1980년 에는 노인층과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디자인

을 설명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이나 

장애물이 없는 디자인(barrier free-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이는 교통 기반 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사고나 사
회 문화적 맥락을 표현하고자 진화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클루
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인간 중심 디자인
(human-centred design), 사람 중심 디자인(people-centered 
design), 초세 적 디자인(trans-generational design), 공동 디
자인(co-design), 그리고 참여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등
과 같은 용어들로 지역에 따라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다. 각 용
어는 제각기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고 특정 지역의 사회적, 문
화적 맥락에 맞게 적용된 것들이다. 접근 가능한, 그리고 장애물
이 없는 디자인이 나이, 장애로 말미암은 소외 계층을 위한 디자
인이었다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연령,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디자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다
문화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정보나 서비스에 한 더 많은 사람
의 접근 가능성을 위해 언어적 소외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많
은 사용자들이 복잡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사용에 한 두려
움 혹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에 
해 디자이너들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디자인 방법론보
다는 단순하고, 디자인 아이디어 개발 단계 등 초기 단계부터 소
외 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더 나은 디자인 결과물을 얻
을 수 있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여러 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
고 있다. 

 
2.2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정의와 목표 

 
킹스턴 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복지 분야에서는 상품과 서비

스의 구매가 실제 사용자들과 상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 결과가 부적절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인클루
시브라는 표현은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최종 결과물
이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시킨다는 
개념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는 디자인보다는 표
준 집단, 즉 주류를 위한 하나의 집단보다 더욱 넓은 인구를 포
괄하는 디자인을 함에 의의를 둔다. 이 방법을 통해 더 넓은 시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업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
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북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 유니버셜 디자인’ 이 제품 디자인이나 건물 등에 보다 치중한
다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 인클루
시브 디자인’ 은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인클루시
브 디자인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
으로부터 시작한다(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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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기본 원리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3계명(Clarkson, 2005)은 인구 인식(po
pulation aware), 사용자 중심(user centred), 그리고 사업 관점
(business focused)으로 변되며 이들 각각에 해 상세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Fig. 2 참조).  
 

(1) 사용자 중심: 세상에는 서로 다른 능력과 기술, 과거의 경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조직 부분은 이미 
시장 과 사용자 조사를 수행한다. 올바른 초점과 적절한 디자인 
체제(framework)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2) 인구 인식 조사: 인구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구 인식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수행함으로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디자인 결정을 만들 수 있다. 
(3) 비즈니스 중심: 디자인 주기 동안 만든 모든 결정은 디자인
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
자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고객의 요구 사항은 
증가하고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상업적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반 로 사용자들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된 디자인
의 구현은 수익성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4 인클루시브 디자인 적용 현황 
 

구족 화가 협회(Mouth and Foot Painting Artists Association)
의 톰 옌델은 2005년 클레버네임 반창고(Fig. 3 참조)를 디자인
한 피어슨 매튜스 디자인팀에 “ 팔이 없으면 반창고를 어떻게 
붙여야 하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질문으로부터 착안한 
패키지는 상처에 닿는 부분이 포장에서 바로 튀어나와 한 손으
로도 반창고를 상처에 바로 붙일 수 있는, 한 손일 때의 불편함
을 극복한 사례이다.  

한편,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Fig. 4 참조)는 불명확한 안내 체
계와 매력 없는 공간 배치로 매년 방문자들의 불만을 들어왔고 
이에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 우선 개선된 안
내 체계로 쉬운 길 찾기를 제시했고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그 결
과 안내 체계에 한 항의는 70% 줄어들었고, 2006~2007년의 
방문객은 이전 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업적 성공 또한 거두
게 된다. 

 

 
 
 

 

  
 

3.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크루즈선의 편의 지향 설계 

 
3.1 크루즈선의 특성 분석 

Fig. 2 Ethos of inclusive design(Clarkson, 2005) 
Fig. 3 Clevername waterproof-plaster(kidp, 2010) 

Fig. 4 Manchester Art Gallery problem, responese and result 



 

 

 
크루즈선은 적게는 3~5일 길게는 수개월의 장시간 항해를 하

기에,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최근 크루즈선이 형화(Fig. 5 참조)되면서 정보 제공과 함께 
승객들의 선내 접근성을 자연스럽게 조성한다. 그리고 목적된 
공간에 들어가기까지 중간의 여러 공용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함
으로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공용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Fig. 5 Gross tonnage of cruise ships(Andersson, 2008) 

 
3.1.1 크루즈선 디자인 요소 
 
최근 크루즈 선사들은 회사마다 특성화된 이미지와 실내 인테

리어, 환경 특성에 따른 항로 선정, 그리고 운항 마케팅 설정 후, 
기존의 공간 배치와 외형 디자인을 발전시켜 자신들만의 차별화
된 공간 디자인을 내세우며 선사 별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
다(Fig. 6 참조).  

 
 
 
 
 
 
 
 

표적인 크루즈 선사로는 Carnival Cruise Line, Royal 
Caribbean Cruise Line(RCCL), Holland America Line, Celebrity 
Cruise Line, Costa Cruise Line, Star Cruises, Princess Cruise 
Line, Disney Cruise Line, Norwegian Cruise Line(NCL), Cunard 
Cruise Line, MSC Italian 등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항해 지역은 아메리카, 지중해, 북유럽 중심의 발트 해, 그리
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고, 항해
지역별 다른 크루즈선의 디자인 경향과 특징이 나타난다. 세계 
최  규모 시장인 카리브 해를 중심으로 바하마, 버뮤다, 남아메
리카 지역까지 운항하며, 일조량이 많아 아웃사이드 발코니 객

실이 주를 이룬다. 유럽에서는 발트 해와 아프리카 일부를 운항
하는 지중해 중심과 발트 해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중심의 것이 
있다. 지중해는 따뜻한 기온이 연일 계속되면서 상부 오픈 갑판
의 레포츠 시설 이용이 많은 데 비해 날씨의 편차가 심한 북유럽
은 상부에 투명 돔을 설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마지막 
아시아 지역은 중국 중심의 화교 문화 성향이 강해 중국식의 인
테리어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3.1.2 객실 구성 
 
크루즈 선의 거주 구역은 ① 승객 거주 구역, ② 승무원 거주

구역, ③ 업무 구역으로 구성된다. 승객 거주 구역은 개인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고 업무 구역은 배의 운항이나 승
객 서비스를 위한 작업 공간을 의미한다(이한석, 박명규, 한창용, 
2000). 

승객을 위한 객실은 크루즈 선사의 고유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다시 세분된다(변량선, 2005). 

⋅전망에 따른 객실 분류(바다를 볼 수 있는 쪽과 없는 쪽) 
⋅발코니 유/무의 분류 
⋅전망 유리창 형태의 분류(각창과 환창) 
⋅베드 타입과 수에 따른 객실의 분류 
⋅스위트룸 타입의 명세 분류 
⋅장애자용 객실의 수 
⋅연결 객실(Connecting room)의 비율 
⋅승객 이용 수에 따른 분류(독실, 2인용, 3인용, 4인용, 가족  
실) 

Table 1 은 변량선(2005)의 크루즈선 거주 구역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발코니 유ㆍ무와 전망 유리창에 
따라 객실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눈 것이다. 

 
Table 1 Type of a state room 

Type A
Outside view Cabins 50~60% 
Inside view Cabins 40% 
Cabins with Private Balcony 30~40% 

 
Type B

Outside view Cabins 60~80% 
Inside view Cabins 30% 
Cabins with Private Balcony 50% 

Type C
Outside view Cabins 80~90% 
Inside view Cabins 10% 
Cabins with Private Balcony 60~80% 

  
3.1.3 수영장 
상부 갑판에는 레포츠 부분의 실 배치가 주로 이루어지며 선

미와 중앙부에 테라스 풀, 실외⋅실내 풀(돔 형식)이 각각 설치
되는 경우가 많다. 실외⋅실내 풀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각기 장
단점이 있다(Table 2 참조). 

상부 갑판 중앙에 실외 풀(sliding roof형식), 그리고 선미에 

Fig. 6 Aida Diva and Carnival Conquest 



 

 

테라스풀이 있는 D 타입(Fig. 6 참조)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
고 있는 카리브 해나 지중해 연안을 운항하면서 설계상의 단조
로움을 피할 수 있어 다양한 승객 수용에 적합하다. 
Table 2 Type of a swimming pool  

Type A 
2 Main Pools 
RCCL Radiance Class, NCL Gem Class,  
MSC Italian Poseia 

Type B 
1 Main Pool + Solarium 
Celebrity Solstice Class 
장점: 중앙에 배치 함으로 단순 동선 구성 
단점: 일직선적인 배치로 인한 특징 없는 설계 

 
 

Type C 
 

1 Main Pool + Solarium + Terrace Pool 
Emerald Princess Class, MSC Fantasia Class
장점: 선미와 중앙부에 다양한 풀을 배치함으
로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 가능 
단점: 각 풀들의 분리 배치로 동선 체계 꼬임 

Type D 

1 Main Pool(stepㆍsky dome) + Terrace Pool
Carnival Dream, Carnival Conquest(step),  
Carnival Splendor (sky dome) 
장점: 중앙과 선미에 분할 배치함으로 Type B
의 단조로움 극복 

 

Fig. 7 Swimming pool of Emerald Princess(ship-
technology, 2011) 

3.1.4 외형 디자인 
 
크루즈선의 외형 디자인 스타일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함

께 선사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나타내고자 한다. 또한, 상부 갑판 층의 단순 구조체에 전면 글
라스를 씌어 우수한 유체역학적 성능을 갖는 유선형의 심미성을 
갖추도록 발전되고 있다. 외형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는 선각(Hull), 상부 구조(Super structure), 연돌(funnel), 조타실
(wheel house), 발코니(balcony)등이 있다.  

 
3.2 자료 조사를 통한 불편 설계 요소 도출 

 

본 연구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적용 가
능한 부분은 Table 3 과 같이 구성되고, 이에 따라 실제 크루즈
선의 편의 지향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보 입출력, 
제어장치, 차량 조종 장치, 공간배치(객실, 공용공간), 커뮤니케

이션, 환경,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이 있다(Kim, et al., 2001; 
Kim, et al, 2009 & Chapman, 2010)  
Table 3 인클루시브 디자인 적용 분야 

항목 내용 
이동의 편리성 이동 경로, 수평 이동, 수직 이

동 
정보 및 

서비스의 질 
안내 정보의 제공, 내용 표시, 
위치, 인적 서비스 

사용의 편리성 시설ㆍ설비 설치, 접근과 조작 
Table 4 크루즈선 이용에서 발생하는 불편 요소 

항목 내용 

객실 

ㆍ실내에 오픈형 프라머네이드
(promenade: 다양한 행사가 열
리는 중앙거리)의 설치로 답답
함 해결, 울림과 소음문제 발생 
ㆍ객실의 다양성 부족 

수영장, 스파, 
레포츠 시설 

ㆍ자신의 위치 파악 어려움 
ㆍ상부데크 활동의 지나친 수
영장 편중현상 

외형디자인  ㆍ상부데크 태양광 판넬 사용 

커뮤니케이션 
ㆍ청각, 시각 장애인, 외국인 
임을 알면서도 방법을 몰라 기
존의 소통방식을 그 로 사용 

 
 

 
 

                                    a)                                     b) 
 
 
 

                                    c)                                     d) 
Fig. 8  The DRAFT Passenger Vessel Accessibility Guidelines Design Basics 

a) Trough drain at exterior doorway, with exterior decking compound 

“ramped” up to meet doorway coaming, and interior fitted with ramp. 

b) Depressed tile for passenger cabin shower 

c) Passenger boarding system  

d) Ramp to exterior doorway coaming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객실, ② 수영장, ③ 외형

디자인에 한 불편 요소를 도출하였다(Table 4 & Figs. 7 참조). 
 

3.3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의 적용 



 

 

 

3.3.1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적용 방안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실제 크루즈선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초작업이 필요하다(Fig. 8 참조). 
① 선사별 크루즈선 특성 분석,  
② 관련 연구로부터의 자료 조사  

 
  

 
 
 
 
 
 
 
 
 
 
 
 
 
 

 
 

 

 
먼저 국내외 크루즈선 관련 설계 기준의 내용과 구성시스템에 
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객실, 수영장, 그리고 외형 디자인에 
한 선사별 공간 구성을 특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불편 요소 도출을 위해 관련 연구자료(Kim, et al., 2001, 

2009; Chapman, 2010)의 결과를 토 로 항목별(객실, 수영장, 
외형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Emerald Princess 호의 객실, 수영장, 외형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3.3.2 객실 구성에 한 적용 예 
 
최근 객실은 개방성과 바다와의 연계성 확장으로 아웃사이드

형ㆍ발코니형 객실과 발코니ㆍ객실을 전폭 방향으로 넓힘으로 
인한 갑판 층 증가, 그리고 모든 객실이 상부 데크에 배치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Emerald Princess 호의 경우, 크루즈선 이용자 가운데 
1인은 육체적 장애를 가졌고, 나머지 1인은 그렇지 않을 때 2인
임에도 장애인 수용이 가능한 4인용 객실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
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아웃사이드 발
코니형 객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좁아 취향
로 선택할 수 없는 불리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경제적 
여력 혹은 장애 탓에 좁은 선택의 폭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자 아웃사이드 발코니형 객실이 90%를 

이루는 Type C(Table 1 참조)를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또한, Emerald Princess의 객실 설계 리포지토리(repository)

가 있다는 가정하에 승객의 요구에 따른 변용 가능한 모듈형 객
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 8, 9 참
조) 

① 선내 숙박 시 승객이 원하는 갑판 층,  
② 관광지에 도착 후 현지 체험하며 숙박을 원할 때 자

신이 사용했던 객실을 그 로 가져가 캠핑카와 같은 
개념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숙박시설을 유지할 수 있
다. 

③ 인클루시브 디자인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의 
포함이 중요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료에서 예상
치 못한 새로운 개념의 객실형태 발견 가능성이 크다. 

④ 휴 성을 위한 경량화 및 접이식 모듈화 객실에 방음
ㆍ방진과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적용한다면 에너지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 

 

 

 
 
 
 
 
 

Fig. 9 는 전쟁,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휴
용 주거 유닛(portable housing unit)를 모듈화한 것으로 확

장성, 융통성, 그리고 경제성의 개념을 나타내며, Fig. 10 은 

Fig. 8 인클루시브 디자인 적용과정 

Fig. 9 Uber shelter(Smith, R., 2011) 

Fig. 10 Robotic-emergency-shelter transported by truck
and helicopter(Lease, D., 2011) 



 

 

모듈화 주거 유닛을 탑재한 트럭과 헬리콥터의 예를 나타낸다. 
특히 Fig. 9의 유닛은 성인 두 사람의 힘만으로도 설치 가능
한 크기로 경량화된 접이식이다. 또한, 기존의 표준 집단만을 
사용 상자로 고려하면서 획일화되었던 유닛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유닛의 다양성을 실현했다. 

 
3.3.3 수영장 위치에 한 적용 예 
 
최근 부분의 크루즈선에서는 구조 기둥과 격벽 때문인 복잡

한 동선과 제한된 평면 때문인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공간설계
를 하는 추세이다. 

먼저 동선의 복잡성(하부갑판에서 상부갑판으로 이어지는)은 
Aida diva 호의 씨에트리움(theatrium: theatre + atrium) 개념을 
적용함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예: 공연 + 인터렉티브 갤러
리)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투명 
태양광 패널(슬라이딩 형식)을 실외 풀 지붕에 설치함으로 공간
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ype B와 Type C 의 장점(Type B: 동
선의 단순성, Type C: 폭넓은 선택)만을 취한 Type D( Table 2 
참조)를 최종 수영장 배치에 적용하였다.  
 
3.3.4 선박 외형에 한 적용 예 
 

 최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적용과 절감에서 많은 연구가 시행
되고 있다. 친환경적 재료를 쓰자니 효율에서 문제고 효율적인 
면을 따지자니 규율에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부 갑판지붕에서도 이어지는데, Table 4와 같이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투명 패널을 사용해
야 하지만 답답한 실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까지의 실례와 
반하게 된다. 반 로 투명 패널 사용 시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반 유리보다 높은 중량으로 
무게로 말미암은 에너지 손실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 
태양광 패널을 연돌 전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적용하였다(Fig. 11 
참조).  

 
 

 
 
 
 
 
 
 
3.3.5 크루즈선의 최종 배치 결과 

 
불편 요소 도출 후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상부 

갑판의 최종 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2&13). 
모듈화시킨 객실을 선박의 구조체에 끼워 넣었을 때의 외형은 

기존 선박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차별화를 줄 것으로 기 된
다.  

 

 

Fig. 12 Isometric drawing by applying the inclusive 
design in this study 

 

Fig. 12 Upper deck plans by applying the inclusive 
design in this study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크루즈선의 편의 지향 설계를 위해 건축,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클루시브 디자인 개념을 적용
하였다. 먼저 크루즈 선사별 크루즈 특성 분석 및 자료 조사를 
통한 불편 설계 요소를 도출하여 Princess Cruise Line의 
Emerald 호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크루즈선의 얼터너티브 
디자인(alternative design)의 방안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설

Fig. 11 Funnel of Carnival Spirit(ship-technology,
2011) 



 

 

계 과정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한국적인 크루즈선을 개발하자는 소리가 높아짐에 비례하여 

‘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20세기 워크맨은 축소 지향적 삶과 민폐 끼치지 않
는 삶을 추구한 지극히도 일본적인 것이 세계적 동향과 맞물려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것을 빗 어 한국 문화 체험 현장을 만드
는 식의 공간 구성과 같은 1차원 적인 적용은 우리가 아프리카 
민속춤을 볼 때 느끼는 이질감에서 오는 ‘ 신기함’ , ‘ 독특함’
뿐 더 이상의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는 이룰 수 없다. 이런 오
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조사와 함께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객실과 공용 공간에 한 승객의 요구 사항 데
이터를 보충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용자의 만족도 측정, 
상업적 성공 측면 자료를 도출하여 실제 설계에 어떠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사람이 디자인했지만 세계 사람이 인
정할 수 있는 공간 계획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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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A 를 이용한 여객선의 
FIRE INSULATION PLAN 작성 

 
1 최수원, 2 김호은, 3 손영택 (대우조선해양) 

 
요 약 

 
Fire Insulation Plan 은 선박의 모든 Bulkhead 와 Deck 에 대하여 각 구획의 성격에 따라 
Fire Insulation 의 요구치를 정의 해 놓은 도면이다. 특히, 여객선에 있어서 승객구역이 넓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반 상선에 비하여 Fire Insulation 이 차지하는 중량과 
비용이 크고, 초기 계약단계에서 추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구나 여객선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실구역이 복잡, 세분화 되어가면서 실제 도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칫 도면 검토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휴먼에러로 인하여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휴먼에러를 배제하고 
초기 계약단계에 중량과 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NAPA 를 이용한 도면 작성하는 
방법과 그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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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ire Insulation Plan은 선박의 모든 격벽(Bulkhead)과 갑판
(Deck)의 구획 정의에 따라 방화재(Fire Insulation)의 요구 정
도를 정의 해 놓은 도면이다. 특히, 여객선의 경우는 일반 상
선에 비하여 선실구역이 넓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Fire Insulation 이 차지하는 중량과 비용이 커지면서 초기 
계약단계에서 개략적인 추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여객선의 고급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선실구역이 복잡, 세분
화 되어가면서 실제 도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
고 있으며, 자칫 도면 검토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휴먼에러
로 인하여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박의 Hydrostatic및 Stability계산에 사용
되는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NAPA는 Fire Insulation Plan
을 작성할 수 있는 Tool (Manager)를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Stability 계산에 필요한 모델링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
에 각 구획별로 구획 정의를 추가하여, 주위 구획의 정보를 토
대로 해당 구역에 요구되는 방화재의 요구정도(Fire Insulation 
Grade)를 자동으로 정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NAPA의 Manager를 이용하여 Fire 
Insulation을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까지의 개발
결과를 볼 때 초기설계단계에서 이용하면 많은 설계 시수와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향후 기
본설계 및 상세 설계로 확장하기 위해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2. Fire Insulation Plan 소개 
 
Fire Insulation Plan은 아래와 같이 세 단계를 통해 작성된다.  
- 각 구획에 대한 목적 설정 
- 각 구획에 대한 Category 분류 
- 각 구획의 Category에 따라 Fire insulation 정의 

  
각 구획에 대한 Category는 SOLAS Chap II-2 Reg.9.2.2.3.2

에 따라 14가지의 Category로 나누어 진다.  
 

Table 1 Space category in ships carrying more than 36 
passengers  

Category 
No. Space 
1 Control Stations 
2 Stairways 
3 Corridors 
4 Evacuation Station and External Escape Routes
5 Open Deck Spaces 
6 Accommodation Spaces of Minor Fire Risk 
7 Accommodation Spaces of Moderate Fire Risk 
8 Accommodation Spaces of Greater Fire Risk 

9 Sanitary and Similar Spaces 
10 Tanks, Voids and Auxiliary Machinery Spaces 

Having Little or No Fire Risk 
11 

Aux. Machinery Spaces, Cargo Spaces, Cargo 
and Other Oil Tanks and Other Similar Spaces 
of Moderate Fire Risk 

12 Machinery Spaces and Main Galleys 
13 Store-Rooms, Workshops, Pantries, ect. 
14 Other Spaces in Which Flammable Liquids are 

Stowed 
 
Table 1에 따라 분류된 구획에 대한 격벽과 갑판의 방화재는 

각 구획의 Category와 인접한 구획의 Category에 따라 Fig. 1과 
Fig. 2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Fig. 1 Bulkheads not bounding either main vertical zones or 
horizontal zones 
 

 
Fig. 2 Decks not forming steps in main vertical zones nor 
bounding horizontal zones 
 



 

 

3. NAPA를 이용한 Fire Insulation 작성 
 

NAPA를 이용하여 Fire Insulation Plan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네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1) Modeling 
(2) MVZ(Main Vertical Zone) 정의 
(3) 방화재료 정보 입력 
(4) “ Purpose” 와 “ Arrangement” 정의 

 
네 단계의 준비가 완료 되면 NAPA는 모형화된 모든 구획에 

대하여 방화재의 종류, 중량, 비용 등을 계산해준다. 
 
 

3.1 Modeling 
 

Modeling 단계는 선박의 모든 구획을 실제 3D로 모형화 하는 
단계이다. 모형화된 선박은 Fig. 3과 같이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서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출력하여 결과를 검토 할 수 있다. 

 

 
Fig. 3 The modeling result at the plan view 

 
 

3.2 MVZ 정의 
 

SOLAS Chap. II-2 Reg.9에 따라 36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
는 여객선의 경우 선체(Hull), 선루(Superstructure), 선실
(Deckhouse)은 A-60으로 방화된 MVZ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이를 적용 시키기 위하여 NAPA상에서 반드시 MVZ이 정의 되어 
있어야 한다.  

 
NAPA에서는 Fig. 4와 같이 이름과 프레임을 입력해주는 것으

로 간단히 MVZ를 정의 할 수 있다.  

 

 
Fig. 4 Define MVZ for each compartment 
 

MVZ를 정의 후 유저가 미리 정의 해놓은 Modeling View를 
통해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Recess된 구획들에 대해서는 
Fig. 5와 같이 개별적으로 재정의가 가능하다.  

 

 
Fig. 5 Redefine for recessed compartment 

 
 

3.3 방화재료정보 입력 
 

각 방화재 재료의 밀도, 두께, 비용을 정의 하고 각 방화재에 
대하여 해당 방화재 재료를 설정해주면 NAPA는 이에 기반하여 
총 방화재에 대한 무게 및 비용을 계산해준다.  

 

 
Fig. 6 Definition of insulation material 

 



 

 

 
Fig. 7 Matching insulation material and insulation type 

 
3.4 “ Purpose”  와 “ Arrangement” 정의 

 
Arrangement는 각 구획에 Category및 특성을 부여하는 작업

이며, 이를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하여 Purpose에 따라 일괄
적으로 Category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8과 같이 하나
의 Purpose에 여러 특성을 입력 시킨 후 각 구획에 Purpose를 
입력해주면 Purpose에서 정의된 특성들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4. 결과 출력 

 
이상의 4 단계를 거치면 NAPA에서는 자동으로 방화재의 무 게, 
부피, 면적, 비용을 계산해주며 계산 결과는 표 또는 도면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4.1 표 출력 

 
Fig.9과 Fig.10는 계산결과를 표로 출력한 것으로 Fig.9는  

방화재 타입/재료 별로 무게, 부피, 면적, 비용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Fig. 8 Definition of purpose and arrangement 

  
Fig. 9 Summary of the calculation result 

 
 
또한 Fig.10은 구획에 대한 Category 뿐만 아니라 인근 구역

의 Category 및 방화재의 중심, 면적, 무게, 방화재 타입을 확인 
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엑셀 파일로도 추출이 가능하
다.  

 
 



 

 

 
Fig. 10 Detail insulation information 

 
 

4.2 도면 출력 
 

NAPA에서는 유저가 원하는 높이에서 방화재 정보를 도면으
로 출력 할 수 있으며 이 도면들은 CAD로 추출이 가능하다.  

 

 
Fig. 11 Drawing information 

 
 

5. 장단점 
 

5.1 장점 
 

NAPA를 이용하여 Fire Insulation Plan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다.  
- 방화재의 무게와 가격을 평판에 대하여 정확도가 높으면서

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 각 구획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화재의 정보가 확인 가능

하며 엑셀파일로 추출이 가능하다.  
- 휴먼에러와 설계 시수를 줄일 수 있다.  
- 계산결과가 유저가 원하는 높이에서 도면으로 출력이 가능

하며 간단한 스케치수준의 CAD 파일로 추출이 가능하다.  
 

5.2 개선점 
 

이상과 같은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 상 몇 가

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 격벽 방화재 계산 시, 몇몇 경우에 있어서 “ Room” 열에 

있는 구획의 Category와 “ Adjacent” 열의 구획의 
Category가 바뀌는 현상을 보인다.  

 

 
Fig. 12 Example of bulkhead insulation 

 
- 갑판 방화재 계산 시, Fig.2에 따라 구획이 상부에 위치했

느냐 하부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방화재가 달라지
지만, NAPA에서는 “ Room” 열을 Fig.2의 행으로 
“ Adjacent” 열을 Fig.2의 열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Fig. 13 Example of deck insulation  



 

 

6. 결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NAPA로 Fire Insulation 
Plan을 작성해 본 결과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Fire Insulation Plan
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데 NAPA가 매우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용 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화재 
타입, 무게 비용을 쉽고 빠르게 추정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판에 대한 추정만이 가능하고 보강재나 Heat 

Bridge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며 격벽 및 갑판에 대한 방화재 
추정에 있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IMO, Containment of fire, SOLAS Chap. II-2 Reg.9, 2010 
Consolidated Edition 



2009 SOLAS 손상 복원력 기준의
Stockholm Agreement에 대한 동등성 평가 연구

이건호 (삼성 중공업), 장학수 (삼성 중공업), 고단비 (삼성 중공업)

Abstract

Since the new harmonized Damage stability rule of SOLAS 2009 was entered into force dated July 1, 
2009, it has been a discussion whether it has an equivalent safety level compared to Stockholm Agreement 
damage stability criteria among many european countries. It is is a main reason for the incompatibility 
stability assessments(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approach) and due to this reason,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not sure same damage stability safety level. so, some flag authorities are still required to fulfill 
Stockholm Agreement after coming into force of hamonized stability assessment rule. it has been studied by 
existing ro-pax vessels and tried to find any different safety level and it has also proposed any solutions to 
have equivalent safety level. 

       요 약

여객선의 손상 복원력 평가를 위한 SOLAS 기준은 1990년 이후 2009년 7월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정한 기준
(Criteria)을 만족시켜야 하는 결정론적(Deterministic)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법은 실제 선박의 손
상 복원력성능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IMO에서는 여객선뿐 아니라 화물선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
(Harmonized)된 확률론적(Probabilistic) 접근방법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모
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을 운항하는 Ro-Pax 선박, 특히 격벽
갑판 하부에 Trailer를 적재할 수 있는 격벽갑판 하부 차량갑판(long lower hold)가 배치된 Ro-Pax 선박에 대해서 
EU에서는 에스토니아 사고로 인해서 제정되었던 Stockholm Agreement라고 불리는 결정론적인 손상 복원력 평가기
준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은 새로운 복원력 평가 기준이 Ro-Pax 여객선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OLAS2009 손상복원력 평가 규정
과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동등한 안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EU의 주장대로 2009 SOLAS 규정이 
동등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동등한 안정성을 갖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words : 확률론적 손상복원력 평가(Probabilistic damage stability assessment), 결정론적 손상복원력 평가(Deterministic
            damage stability assessment), Stockholm Agreement, 격벽갑판 하 차량갑판(long lower hold)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채택일 발효일 Title 주요 내용
1973.11.20 - IMO Res. 

A(265) Probabilistic
1988.10.28 1990.4.29 SOLAS 90 Deterministic

새로운 선박
1995.11.29 1997.4.1 Stockholm 

Agreement
Water on deck

1994.9.28 
1995.11.29 1997.7.1 SOLAS

Conference1995
기존Ro-pax선에

대한SOLAS90적용 
2006.12.8 2009.7.1 Harmonized 

Stability Probabilistic

1. 서 론

여객선의 손상 복원력 평가를 위한 SOLAS 기준은 

1990년 이후 2009년 7월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정한 기

준(Criteria)을 만족시켜야 하는 결정론적(Deterministic)방

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법은 실제 선박의 

손상 복원력성능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IMO에서는 여

객선뿐 아니라 화물선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

일(Harmonized)된 확률론적(Probabilistic) 접근방법의 새

로운 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강제화 하였다.(IMO Resolution 

MSC 194(80), 2005) 이런한 통일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을 운항하는 Ro-Pax 선박, 특히 Fig.1에서 보는바

와 같이 격벽갑판 하부에 Trailer를 적재할 수 있는 long 

lower hold가 배치된 Ro-Pax 선박에 대해서 EU에서는 

에스토니아 사고로 인해서 제정되었던 Stockholm 

Agreement라고 불리는 결정론적인 손상 복원력 평가기준

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MSA report, 

2007) 이러한 요구의 배경은 새로운 복원력 평가 기준이 

Ro-Pax 여객선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SOLAS2009 

손상복원력 평가 규정과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동등한 안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2009 SOLAS 

규정이 동등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동등한 안정

성을 갖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2. 2009 SOLAS와 SA 복원력  규정 비교 
   (1) 여객선 복원력 규정 변화 

IMO에서는 여객선 복원력을 평가하는 규정들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74 SOLAS Convention에 관련 

규정이 채택되어 발효되기 시작한 이후로 최근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1974 SOLAS Convention에  

채택된 손상 복원력 규정은 확률론(Probabilistic)적 개념

을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0년의 결정론

(Deterministic)적 평가방법으로 개정된 후, 최근 2009 

SOLAS라고 하는 확률론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개정되었

다. 

Fig.1 Example of Long lower hold Ro-pax

이러한 규정 변화의 가장 큰 목적은 해상에서 선박 및 

인명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전한 선박을 설계하고 운항하려

하는데 있다. 복원력 규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박의 주요제원(Main dimensions)을 포함하여 구획

(Subdivision)설계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여객

선들은 보다 안전한 선박으로 건조하게 되었다. 

Table 1 The Damage stability rule amendment 

(2) SOLAS 90 / Stockholm Agreement

SOLAS의 손상 복원력 규정은 1974 SOLAS 

Convention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고, 최적화되어 

SOLAS 90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1994년 에스토니아 선

박의 좌초 사건 이후, IMO에서는 EU국가를 중심으로 하

여 북유럽 및 발틱해를 운항하는 Ro-pax 선박에만 적용

하는 Stockholm Agreement라고 불리는 특별한 복원력 

규칙을 제정하여 이 해역들을 운항하는 Ro-Pax 선박에 

적용할 것을 강제화 하였다.(MO, Circular Letter No. 

1891, 2006)

   SOLAS 90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Stockholm 

Agreement 규정 또한 결정론적 평가방법(Deterministic 

approach)이다. 먼저 SOLAS 90 규정은 일정 구획(1 or 

2 Compartment damage)의 손상 조건(Damage 

condition)에서 Table 2의 침수 중간상태(Intermediate 

flooding condition)에 적용하는 복원력 기준(Criteria)과  

Table 3의 최종 침하상태(Final flooding condition)에 적

용하는 복원력 기준을 각각 만족시켜야 한다. Stockholm 

Agreement 복원력 규정은 SOLAS 90과 동일한 손상 조

건을 적용하여 선박의 최종 침수상태(Final flooding 

condition)를 확인 후, Fig 2에서 보는 것 같이 잔여 예비

부력 높이 (Fr, residual Freeboard height)의 높이와 선박

의 운항해역(Operating route)의 평균 유의파고 

(Significant Wave height)를 고려하여 격벽 갑판 상에 강

제로 해수(sea water)가 일정량(0 ~ 0.5m) 정도만큼 쌓

인 상태를 가정(Water on deck)한 선박의 손상 상태에서  

Table 3의 최종 침하상태(Final flooding condition) 시에 

적용하는 복원력 기준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복원력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항목 설계기준 비 고 

최대 경사각 

(Heel Angle)
< 15 deg

잔존복원정 곡선높이

(GZ curve height) 
> 0.05 m

잔존정복원성 곡선범위

(GZ curve range) 
> 7 deg 

어떤 선박이 손상 복원력을 평가한 후, 각각의 흘수

(draft)에서 모든 손상 경우에 대해 모든 복원력 기준

(Criteria)을 적용하여 가장 심각한 손상 경우(Case) 만을 

종합하여 각각의 흘수에 대해 손상 복원력을 만족하는 최

소 요구 GM값을 계산할 수 있다. Fig 4,5,6,7에서 볼 수 

있는 그 선박이 가지는 고유의 요구 메타센타(Required 

GM)높이 곡선에 대해 그 선박이 어떠한 하중상태 

(loading condition) 요구 GM값 보다 더 큰 GM값을 가질  

경우, 그 선박은 복원력을 만족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Fig. 2 Stockholm Agreement application flow

Table 2 Criteria for intermediate stages of flooding

     (2) 2009 SOLAS 복원력 기준(Criteria)

SOLAS 2009라고 불리는 손상 복원력 규칙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화물선 및 여객선에 동일한 방법

으로 선박의 손상 복원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다. 2009 SOLAS의 복원력 기준은 어떤 선박의 요

구 구획지수(Required Subdivision Index, R)와 획득 구획

지수 (Attained subdivision Index, A)를 비교하여 획득 구

획지수 값이 요구 구획지수 값보다 크다면 복원력을 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Table 3 Criteria for final condition after damage

항목 설계 기준 비 고

한계선 침하

(Margin line submerge)
허용안함

잔존 복원정 곡선 높이

(GZ curve height) 
> 0.1 m

잔존정복원성 곡선범위

(GZ curve range) 
 > 15 deg

복원정 곡선 하부 면적

(GZ curves Area)
> 0.15 m-rad

잔존메타센타높이,대칭침수

(GMt height)  
> 0.05 m

1구획 비대칭침수시 경사각

(Equilibrium Angle)   
> 7 deg

2구획 비대칭침수시 경사각

(Equilibrium Angle) 
> 12 deg

  획득 구획지수는 3가지 정의된 흘수(ds, dp, dl)에서 계

산된 각각의 부분지수 As, Ap, Al 값에 아래 수식의 가중

치를 부여한 합으로 계산된다.

    
 ∑×   
여기서 i 는 손상을 입은 구획 범위  및 인접한 구획군 범

위를 나타내고 Pi 는 손상을 입어 침수될 확률, Si는 침수

된 후 선박이 생존할 확률을 의미 한다. 

손상되어 침수할 확률 Pi는 손상 발생 후 선박의 수밀 구

획의 위치에 따른 기하학적특성(Geometry)에 따라 결정된

다. Fig. 3에서는 7개의 구획을 가지고 있는 선박의 1개 

혹은 다수의 구획의 손상을 보여주는데, 가장 아래쪽의 삼

각형태는 1개의 구획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고 

삼각형태 상부의 마름모 형상은 상응하는 두 개의 구획을 

포함하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Pi 값은 SOLAS CHA 

II-1/ Reg. 7-2에 따라 다음의 식들로 표시한다.(MSC 

Circ 1226 2007) 

1개의 구획이 손상될 확률 

 
  

 ∙ 
  

  
  

 

인접한 두 개의 구획이 손상될 확률 

  
   

 ∙ 
   

   
  

    

  
  

 ∙ 
  

   
  

    

   
   

 ∙  
   

    
   

    

획득 구획지수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생존확률(probability 



Stockholm Agreement
(SOLAS 90) 2009 SOLAS

횡방향 손상범위 up to B/5 line up to center line
침수 구획 수 1 or 2 구획 침수 1 or 2 구획을 포함하여 

다수의 구획침수 고려
구획간 길이 Floodable length 기준

최소 허용길이 기준 기준 거의 없음

갑판 침수 Margin line 
horizontal escape
Control station
Vertical escape trunk

침수 안전 구역 B/5 line 안쪽 구획 침수 안전구역 없음

복원력 기준/평가
가정된 모든 손상의 
경우 복원력 기준 적용 
1 개의 critical 손상에도 
복원력 상실

몇 개의 구획이 손상된 
경우에도 생존력 유지 

of survival) Si는 특정한 손상의 상태의 경우에 대해 요구

되어지는 모든 침수 단계에서 유체역학적 복원력으로 간

주한다.  

여기서 Sintermediate,I는 최종 평형상태(Final 

equilibruim stage)에 도달하기 까지의 모든 중간상태에서

의 생존확률이고 S,final,I는 최종 평형상태에서의 생존확

률이며 S,moml,I 는 경사모멘트에 대한 생존확률이며 각

각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Sintermediate,I  


∙






Sfinal,I  


∙






Smom,I 

 ∙∆

400인승 이상을 여객선에는 위에서 언급한 손상 복원

력 기준에 추가하여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 SOLAS 

CHA II-1/ Reg. 8 규칙으로 선수 수선면으로 부터 0.08L 

범위내의 수밀구획을 포함하는 모든 손상의 경우에 대해 

생존확률(Si)이 1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하여 외

판의 손상 범위가 길이방향으로  0.03Ls이하의 소손상

(minor damage)의 경우, 위에 언급한 3가지 하중 조건

(loading condition)에 대해 생존확률(Si)값이 0.9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손상 요구 개념은 확률

론적 복원력 요구의 보완을 위한 것이다. 요구구획 지수

(Required Subdivision Index, R)의 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승객수를 의미하는 N 값은 N1 + 2N2의 식으로 

구해지며, N1은 선박의 총 승선 인원 중에서 비상 시 구

명정(life boat)을 이용할 수 있는 승선인수(N1)를 의미하

며 N2는 그이외의 승선인 수를 의미한다. 

   (3) Stockholm Agreement(SOLAS 90) / 2009 SOLAS 

       복원력 규정 비교 

   SOLAS 2009 복원력 기준은 결정론적 접근 방법의 복

원력 평가 기준(Criteria)을 만족하기 위한 여객선 구획설

계 최적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손상범위의 제

한, long lower hold를 갖는 Ro-Pax 선박의 서로 다른 

해석, 400인 이상을 승선하는 거의 모든 여객선에 두 개

의 수밀구획(watertight compartment)침수라는 동일한 조

          

Fig. 3 the possible single and multiple zone damages 
건의 적용 등 SOLAS 90 요구사항의 약점(weak point)들

을 Table 4의 설명과 같이 개선하였다.

횡방향 손상 범위에 대해 Stockholm Agreement 규정은 

B/5 안쪽에 격벽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2009 SOLAS 규정에서는 중심선(Center line)에 설치된 

격벽도 손상될 수 있고, 침수 구획 또한 다수의 수밀 구획

(Watertight compartment)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

도 고려하였다.    

   2009 SOLAS의 확률론적 기준(Criteria)을 정확하게 

SOLAS 90을 포함하는 Stockholm Agreement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SOLAS 90을 만족하는 상태를 생존확률

(Si)=1로 고려하여 복원력 기준의 비교를 하였고 Table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 SOLAS 2009 improve item 



침수단계
기준

(Criteria)

S.Agreement

(SOLAS 90)
SOLAS 90

Si = 1 Si = 1 0
o Si <1

최종 침수
단계 기준 

Range  10
o 
- 15

o  16
o

0
oRange<16

o

Area min 0.015 mrad 
- 0.0225 mrad

- -

Heel  12
o  7

o
15

o Heel >7
o

GZmax
△heel + 0.04m,

min 0.1m
0.12m 0GZmax<0.12m

침수 중간 
단계 기준

Range  7
o  7

o
0
oRange<7

o

Heel  15
o  15

o  15
o

GZmax  0.005m  0.005m 0GZmax<0.005m

Cross 
flood time max 15min max 10min max 10min

M 선박 N 선박 S 선박 D 선박

L x B(m) 212 x 25.0 187 x 28.4 212 x 26.7 215 x 27.3

Depth(m) 9.9 9.7 9.3 9.5

R. FB 높이(m)

(손상전)
3.1 2.8 3.0 3.0

승선인원(P) 1,087 850 640 1,670

운항항로 국제항해 단국제항해 단국제항해 단국제항해

LLH 유무 ○ X ○ ○

M 선박 N 선박 S 선박 D 선박

L x B(m) 212 x 25.0 187 x 28.4 212 x 26.7 215 x 27.3

승선인원(P) 1,087 850 640 1,670

Required Index 0.7344 0.7395 0.7236 0.7772

Attained Index 0.7634 0.7395 0.7287 0.7893

Table 5 Comparison table for the Stability criteria 

3. 실적 Ro-Pax선 손상복원력 평가
(1) Ro-Pax 선의 복원력 비교 

현재 북유럽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3종류의 Ro-Pax 선

박과 향후 이 지역을 운항할 예정인 1종류의 Ro-Pax 선

박에 대해 Stockholm Agreement(Wave height:4.0m 가

정) 복원력 규정과 2009 SOLAS 규정에 대해 각각의 복

원력을 평가 하였다. 복원력의 최종 비교는 각각의 복원력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요구 횡방향 메타센타(Required  

GMt) 높이를 비교함으로 평가하였고, 2009 SOLAS 규칙

의 적용은 소손상(minor damage) 평가는 비교에서 제외

하였다. 

Table 6 Ship's principal characteristics for the assessment  

복원력 평가에 사용된 선박의 주요특성들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M과 N선박은 2009 SOLAS 규칙 적용 이전

에 건조된 Ro-Pax 선박이고, S와 D선박은 2009 SOLAS

를 적용하는 선박으로 2009 SOLAS 규칙 적용 전후의 대

표적인 선박에 대해 복원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Stockholm Agreement 복원력 규정과 2009 SOLAS 복원

력 규정 사이의 복원력 평가에 대한 동등성 비교를 하였

다. 특히 N선박의 경우, 다른 선박과는 달리 Long Lower 

Hold가 배치되지 않은 선박이다.

(2) 복원력 평가 결과 

기존 선박의 일반배치도에 대한 구획 조정없이 복원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일단 평가된 모든 Ro-pax 선박은 

Stockholm Agreement를 포함한 SOLAS 90규칙 및 2009 

SOLAS rule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복

원력 평가 결과는 Table 7과 Fig 3, 4, 5, 6에 나타내었

다. M과 N Ro-pax 선박의 경우, 2009 SOLAS rule 적용 

이전에 건조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results of 2009 SOLAS assessment 

각각의 선박에 대해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2009 SOLAS 규정에 따른 동등성 평가를 위해 각 선박의 

요구 GM(최소 GM)값을 비교하였다. N선박을 제외하고 

선박의 평형트림(Even keel)상태에서는 요구 메타센타 높

이(Required GM)값이 두가지 규정에 따른 계산 결과의 

값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Required GM (M Ro-Pax)

  그러나 실제 선박의 운항 조건과 유사한 0.4m 선미 

trim의 경우에는 Stockholm Agreement규정의 요구 GM값



Fig 5 Required GM (N Ro-Pax)

Fig 6 Required GM (S Ro-Pax)

Fig 7 Required GM (D Ro-Pax)

     

이 거의 모든 선박에서 0.2m이상 높게 요구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선미 trim으로 인해서 손상 후 최종 침수상태에

서 예비부력(Reserve freeboard)높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가정되는 갑판상 해수량 (Water on deck)이 증가함에 따

른 원인일 것이다. N 선박의 경우, 만재흘수(design draft)

이하의 운항흘수에서 2009 SOLAS규정에 따른 요구GM값

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박과 대비하여 크게 평가되었다. 이

는 N선박이 격벽갑판(Bulkhead deck) 하부에 차량을 실

을 수 있는 차량갑판의 Long lower hold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2) 복원력 평가 결과 _ B/10 Long lower hold case

   실적 Ro-pax 선의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2009 SOLAS 규정에 대해 각각 손상복원력을 평가하였고 

Fig 5,6,7,8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형트림조건에

서는 각각의 규정에 따른 최소 요구GM 값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9 SOLAS 

규정이 Stockholm Agreement규정에 대비하여 최소한 평

가된 실적 Ro-pax 선박, 특히 B/5 line근처의 long lower 

hold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거의 동등한 안정성 

갖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long lower 

hold가 배치되지 않은 N선박의 경우 2009 SOLAS 규정에 

따른 요구 최소 GM값이 Stockholm Agreement규정보다 

훨씬 높은 요구 최소 GM값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MO의 SLF Sub-committe에서는 2009 SOLAS 규정

의 동등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연구과제 중의 한가지가 Stockholm Agreement 규정

이 2009 SOLAS 규정으로 완전히 대치될 경우, 지금까지 

횡 방향 손상 범위를 B/5 line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격벽

갑판하부 차량갑판(long lower hold)의 한계를 B/5 Line

까지 제한할 수 있었는데 2009 SOLAS 규정으로 대치된

다면 long lower hold의 범위가 B/10 line까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IMO SLF 52 

Report, 2009)

   이를 근거하여 Table 6에 언급한 격벽갑판하부 차량갑

판(long lower hold)이 배치된 실적 Ro-pax선박, M, S, 

D선박에 대해 B/10 line 근처까지 확대 구획한 long 

lower hold를 배치하였고, 횡 방향 손상 범위를 B/10 line 

까지 제한하여 적용한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2009 SOLAS 규정에 대해 손상 복원력을 평가하였다. Fig 

8, 9에서는 M과 D선박의 요구 최소GM값을 나타내었다.   

2009 SOLAS 이전에 건조된 M선박의 경우, 모든 하중상

태(loading condition)에서 B/10, B/5 격벽에 상관없이  

2009 SOLAS 규정과 Stockholm Agreement 복원력 규정 

모두를 만족하지만 2009 SOLAS 규정에 대한 요구 최소 

GM값이 B/10 line을 갖는 long lower hold의 경우, 약 

0.4m 이상의 높은 GM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 

선박에서 B/10 line을 갖는 long lower hold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복원력 규정도 만족하지 못할뿐더러 요

구 최소 GM값이 B/5 line을 갖는 long lower hold대비하

여 약 1.5m이상의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S 선박의 

경우에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치게 높은 최소 요

구 GM값을 갖는다.

 



Fig 8. Required GM (M Ro-pax, B/10 LLH Case)

Fig 9. Required GM (D Ro-pax, B/10 LLH Case)

4. 결 론
이상과 같이 실적 Ro-pax선에 대해  SOLAS 90 규칙

을 기초한 격벽갑판 상부 차량갑판 상에 해수 침수(Water 

on deck)를 가정하여 복원력을 평가하는 Stockholm 

Agreement 규정과 새로운 Harmonized 복원력 규칙인 

2009 SOLAS규정에 대해 평가하였다. 요구 최소 

GM(Required GM)을 비교하여 두 규칙의 동등성을 평가

한다면 격벽갑판하부 차량갑판(Long lower hold)에 대해

서는  Stockholm Agreement규정과 2009 SOLAS규정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ong lower hold를 갖지 않은 Ro-pax 실적선의 

경우 2009 SOLAS 규정이 더욱 높은 요구 GM값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 결과를 보면, 2009 SOLAS규정이 보다 더 

엄격한 복원력 규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tockholm 

Agreement규정과 2009 SOLAS 규정과의 동등성 평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평가받는 선박의 건현

(Freeboard) 높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IMO SLF에서 염려하는 B/10 line 근처까지 확대한 

long lower hold를 가지는 Ro-pax 선박의 경우, 2009 

SOLAS 복원력 규정을 만족할 수 없었다. 또한 

Stockholm Agreement 규정보다 훨씬 높은 최소 GM값을 

요구 한다. 이는 IMO SLF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B/10 line 

근처까지 확대하는 격벽갑판 하부 차량 갑판(Long lower 

hold)배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건조되는 Ro-pax 

선박에 대해서 2009 SOLAS 규정이 Stockholm 

Agreement규정을 대체하여 2009 SOLAS 규정만을 적용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에 따라서 3.0m 이상의 건현 적용을 의

무화 한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복원력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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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of-Fluid 방법과 안정화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자유표면 유동계산 

 
안형택(울산대) 

 
요 약 

 
The moment-of-fluid (MOF) method is a new volume-tracking method that accurately 
treats evolving material interfaces. The MOF method uses moment data, namely the 
material volume fraction, as well as the centroid, for a more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material configuration, interfaces and concomitant volume advection. The MOF method is 
coupled with a stabilized finite element incompressible Navier– Stokes solver for two 
materials. The effectiveness of the MOF method is demonstrated with a free-surface dam-
break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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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본 논문에서 Moment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표면 유동계

산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Moment-
of-fluid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Moment-of-fluid(MOF) 방법
은 자유표면유동해석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 Volume-
of-fluid(VOF) 방법의 진보된 형태로서, 기존에 VOF 방법이 가
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자유표면 유동계산을 위하여 
Ahn et al.(2009) 에 의하여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MOF 
방법의 특징으로는 기존에 VOF 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유동해
석에 관련된 체적정보를 Tracking 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 각기 유체의 고차 모멘트 정보 (e.g. centroid)를 Tracking 함
으로써 자유표면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또
한 특정 계산 요소내 자유표면의 변화를 기술하는데 주위 요소
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렬 연산을 적용 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려되는 자유표면 유동은 비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한다.  비압축성 유동의 해석을 위하여서는 대부분의 상용 
해석 코드들이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기반의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방법론 자체가 보존방정식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고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된 Software 
관성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한체적법 방법론의 특
성상 2차 이상의 고차정확도를 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해의 정확도가 격자의 균일도에 강하게 의존하는 단점이 지적되
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다 엄밀한 수학적
인 기반을 가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기반의 방법을 들수 있다.  유한 요소법 기반
의 방법은 최소 2차 정확도 이상의 고차 정확도 해법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격자의 균일도(regularity)에도 영향을 덜 받
는 방법으로서 정렬격자(structured mesh) 뿐만 아니라 복잡한 
형상에 적용이 쉬운 비정렬 격자(unstructured mesh)에서도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동해석 방법론, 즉 유한요소
법에 기반하여 MOF 방법과 결합하여 자유표면 유동을 해석하는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 론 
 
비압축성 점성유동을 기술하는 지배방정식은 미지수 속도 u  

와 압력 p 를 구하기 위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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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는 유체 밀도, σ  는 비압축성 Newtonian 유체에
서의 유체 응력텐서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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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jδ  는 Kronecker delta 텐서, µ 는 점성계수이다.  

자유표면유동은 물과 공기, 즉 2가지 서로 다른 유체의 혼상으
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의 지배방정식으로 두가지 서로다
른 유체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혼합유체 모델이 필요하게 되면 
이는 아래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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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 volume fraction이며, 

본 논문에서는 아래 pure advection 방정식을 해로 주어지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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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정식은 VOF 방법 혹은 Level-set 방법등을 이용하여 해

석이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VOF 방법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MOF방법을 적요한다. 

 
주저인 자유표면유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두가지 유체에 대한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 즉 변동밀도(variable density) 
incompressible Navier-Stokes 방정식을 비정상 해석하게 된다. 
아래와 같이 경계조건이 주어지고 적절한 초기조건을 가정하였
을 때 본 지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만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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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산화 방법중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비압축성 Naiver-Stokes 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하여 보고
자 한다.  유한요소법의 기본 개념은 원 지배방정식, 혹은 
strong form, 으로 부터 변분방정식 (variational formulation), 혹
은 weak form,을 유도하고 이에 대하여 유한개의 기저함수를 이
용하여 수치적인 근사해를 구하게 된다.  본 비압축성 Navier-
Stokes 방정식의 유한요소 정식화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Brooks & Hughes, 1982, Tezduya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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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첫째 줄은 운동량방정식의 Galerkin Finite Element 
formulation 이고, 둘째 줄은 운동량방정식을 안정화 시키는 
SUPG(steamline-upwind-Petrov-Galerkin)항이고, 셋째 줄은 연
속방정식이며, 넷째 줄은 연속방정식을 안정화 시키는 
PSPG(presure-stabilizing-Petrov-Galerkin)항이며, 마지막 우변
은 traction boundary condition으로 부터 유도된 항이다. 본 유
한요소 formulation 은 구조해석이나 고체변형에 쓰이는 
standard Gakerkin finite element과는 다르게 안정화 항들을 포
함하고 있고 이것은 유체유동 현상의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들이고 이런 이유로 안정화된 유한요소법 (stabilized finite 
element method)이라고 칭한다. 안정화 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안정화 계수를 들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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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석 
MOF방법과 안정화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대표적인 자유

표면유동 문제인 Dam-break 문제를 해석해 보았다.  서로 다른 
3개의 격자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격자 수렴성
을 확인하였다.   

 
 

 

Fig. 1 Snap shots of Dam-break simulation 
using three levels of mesh.  Top-100x25, 
Middle-200x50, bottom-400x100.  

시간에 따른 자유표면의 전파추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문에에서는 벽면의 속도 경계조건에서 Slip 허용하였다.  이
로 인하여 Surge-front의 전파속도가 실험치 보다 상향 예측되
는 것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경향에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격자가 조밀할수록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2 Surge front position and column height 
compason with experimental data.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oment-of-fluid방법과 안정화된 유한요소법
(Stabilized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유표면
유동해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MOF 방법은 VOF방법의 고차정
확도를 위한 확장방법으로 자유표면유동해석에 성공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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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법을 이용한 2차원 비압축성 유체의 유동에 관한 
수치시뮬레이션

김철호(인하대학교), 이영길(인하대학교), 정광열(인하대학교)

요 약

유체를 이산화된 입자로 가정하여 유동을 시뮬레이션하는 SPH법에서는 유체가 약간의 압축성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유체입자
의 밀도를 이용하여 압력을 계산하므로 유체입자의 밀도변화가 비정상적인 압력변동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압력변동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하여,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고 projection method를 이용하여 속도와 압력을 연성하여 계산하였다. 비압축성 
SPH(ISPH)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파기를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와 2차 Stokes 파도의 이론적인 값을 비교하였고, 댐 붕괴 수
치계산 결과를 유한체적법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론적인 값과 유한체적법의 계산결과를 비압축성 SPH법의 수치계산 결과
와 비교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비압축성 SPH법을 이용하여 수직 벽이 없는 2차원 고정된 물체와 수직 
벽이 있는 2차원 고정된 물체에서 갑판침입수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공개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경향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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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공학 및 해양공학의 유체역학분야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유수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유
수면은 대부분 복잡한 형상을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취급법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비선형 자
유수면 현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분야에 있어
서는 MAC(Marker And Cell)법(Welch et al., 1966)이 고안되었
다. MAC법은 자유수면에 가상의 점들을 띄워 놓게 되며, 이러한 
가상의 점들을 매 시간단계마다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
수면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VOF(Volume Of 
Fluid)법(Hirt and Nichols, 1981) 및 밀도함수법(Park and 
Miyata, 1994)은 MAC법으로 계산 불가능한 쇄파현상을 계산 가
능하도록 하였다. MAC법, VOF법, 밀도함수법 등은 고정된 오일
러리언(Eulerian) 격자계에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수치 확산이 유발되고, 자유수면의 변형이 매
우 큰 경우 수치 확산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입자를 사용하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법(Monaghan, 1988) 은 연속적인 유체를 많은 수의 입자들에 
의한 집합으로 근사시킴으로써, 별도의 격자를 생성하지 않고 유
체 유동을 해석하는 라그랑지안(Lagrangian)방법들 중에 하나이
다. 

입자를 이용하는 SPH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격자 생성의 복잡한 작업이 불필요하며, 경계면이 크게 변
화하는 문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비선형 자유수면 
유동의 수치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격자를 이용한 해석방법에 비
하여 보다 복잡한 형상의 물리현상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대
류항의 계산을 입자의 이동에 따라 계산함으로써 오일러리언
(Eulerian) 방법에서 유발되는 수치확산효과를 줄일 수 있다(Wit, 
2006). 

그러나 기존의 SPH법은 비압축성 유체유동 문제를 시뮬레이
션 할 경우에 유체는 약간의 압축성을 지닌다고 가정하여, 압력
은 상태방정식으로 계산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
여,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하고 projection method를 이용
하여 속도와 압력을 연성하여 계산하였다(Lee, 2007). 그리고 비
압축성 SPH(Incompressible SPH)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치 
조파기를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와 2차 Stokes 파 이론의 파형과 
압력분포를 비교하였고, 댐 붕괴 수치계산 결과를 유한체적법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론적인 결과와 유한체적법의 계산결과
를 비압축성 SPH법의 수치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정량적, 정성적
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압축성 SPH법을 이
용하여 공개된 실험 결과(Greco, 2001)와 비교 할 수 있는 수직 
벽이 없는 2차원 고정된 물체와 수직 벽이 있는 2차원 고정된 물
체에서 갑판침입수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적용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2. 수치기법
SPH법에서 유동은 이산화 된 유체입자로 해석되며, 이산적으

로 거치되어 있는 입자의 물리량 와 공간구배 ∇∙
는 커널함수(Kernel function)를 활용하여 각각 식 (1), 식 (2)와 
같이 분포함수로 기술될 수 있다.

 


′ ′′ (1)

∇∙ 

∇′ ′′ (2)

식 (2)를 부분적분하면 식(3)과 같이 변환된다.

∇∙  

′ ∙∇′′ (3)

개의 입자를 활용하여 식 (1)과 식 (3)을 이산화 하면, 식 
(4), 식 (5)와 같다.

  







  (4)

∇∙ 







∙∇  (5)

  는 커널함수이고, 는 완화길이(Smoothing 
length), 는 입자간 상호작용 영역을 나타내고, 는 입자,  
그리고 는 각각 질량과 밀도를 나타낸다. 이산화 된 입자는 질
량, 압력, 운동량 그리고 밀도 등과 같은 물리량을 가진다. 입자
의 이동과 물리량 변화는 입잘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
며, 입자간의 상호작용은 커널함수에 의하여 정의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커널함수는 Monaghan(1985)에 의하여 제안된 
Piecewise cubic spline 이다.

SPH법은 비압축성 유체유동 문제를 시뮬레이션 할 경우에 유
체는 약간의 압축성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압력은 상태방정식으
로 계산되어진다(Kim et al. 2010). 

그림. 1은 SPH법을 이용하여 댐 붕괴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
다. 반대편 벽에 부딪히고 솟아오르면서 압력변동 현상이 발생하
였고, 벽에 부딪히고 솟아오른 jet가 다시 자유수면과 만나면서 
비 물리적인 압력변동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1 SPH법을 이용한 댐 붕괴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2.2 비압축성 SPH(ISPH)법

SPH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압력변동 현상(그림. 1)을 개선
하기 위하여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하고 projection method
를 이용하여 속도 압력 연성문제를 계산하였다.

비압축성 SPH법은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밀
도는 항상 일정하고, 따라서 지배방정식은 식 (6), 식 (7)과 같다.

∇∙ (6)







∇∇∙∇ (7)

Projection method를 이용한 비압축성 SPH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지배방정식 식(7)을 시간에 대하여 이산화 한 후, 
점성항과 외력항으로 이루어진 예측단계(Prediction step, 식(8))
와 압력항으로 이루어진 수정단계(Correction step, 식(9))로 나
눈다. 

∆
 

∇∙∇ (8)

∆
 




∇ (9)

위 첨자  은 각각 반복계산에 있어서 현 단계와 다음 
단계를 나타내며, ∆는 시간간격이고, 는 보조 속도(Auxiliary 
velocity)이다. 식(9)은 영발산(Divergence free)조건에 의하여,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10)

선형방정식 식(10)의 해는 Van Der Vorst(1992)에 의해 제안
된 Unpreconditioned Bi-CGSTAB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어서, 
식(10)으로부터 얻어진 압력의 구배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 속도
를 구한다(식(11)).

  ∆

∇ (11)

마지막으로, 유체입자는 식(11)의 수정된 속도만을 이용하여 
식(12)와 같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다.

   ∆ (12)

지배방정식 식(7)의 점성항은 Cleary and Monaghan(1999)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산화 하였으며, 식(10)은 Cummins and 
Rudman(1999)이 제안한 근사 라플라시안 연산자(Approximate 
Laplacian operator)를 적용하여 이산화 하였다.

2.3 경계조건
온전한 유체장 내에서의 유체입자들은, 예를 들어 그림. 2에

서와 같이 어떤 임의의 유체입자 가 입자간의 상호작용 영역인 
커널함수의 반경 인 범위 안에 위치하는 이웃 입자들(그림에
서는 그 중 하나의 입자를 로 표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
므로 물체경계 근처에서의 유체입자들은 커널함수의 영역이 줄
어듦에 의하여, 그림에서와 같이 이웃하는 입자들의 개수가 온전
한 유체장에서 보다 적게 된다.

그림. 2 벽 경계 근처에서의 커널함수의 절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림자 입자들(Ghost 

particles)을 사용하였다(그림. 3). 그림자 입자는 경계 입자를 기
준으로 유체입자의 위치가 입자간의 상호작용 영역인  범위에 
들어오면 유체입자와 대칭 위치에 생성된다. 생성된 그림자 입자
는 유체입자와 같은 밀도, 압력을 지니고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경계면에서 유체입자의 수직, 수평 방향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준다. 

그림. 3 그림자 입자를 이용하여 물체경계조건을 정의하는 
개념

자유수면에 위치하는 입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Lee et 
al.(2008)이 제안한 입자 위치의 발산(Divergence of a particle 



position)을 이용하였으며, 자유수면에서 위치하는 입자의 압력
은 0으로 정의하여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만족시켰다.

3. 수치계산
3.1 파도 생성(Wave generation)

3.1.1 계산조건

ISPH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된 파도의 정도를 검증하고 활
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계산 
영역을 보여준다. ISPH법을 이용하여 파장 0.4m, 파고 0.02m의 
파도를 생성하였다.

그림. 4 파도 생성 수치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영역의 개략도
3.1.2 계산결과

ISPH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와 2차 Stokes 파 이론의 결
과를 비교하였다(그림. 5). 수치조파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파도
가 발달한 위치(조파기로부터 약 3파장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2
차 Stokes 파도의 파형과 압력분포를 비교하였다(그림. 5). ISPH
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의 파형과 2차 Stokes 파도의 파형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심에 따른 압력분포 역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5 ISPH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와 2차 Stokes 
파이론에 대한 파형과 압력분포 비교(파장 0.4m, 파고 

0.02m)
그림. 6은 생성한 파도의 수심에 따른 유체 입자의 회전운동

을 보여준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원형에 가까운 회전운동을 확인
하였고 생성된 파도는 Stokes 파 이론의 특성을 따르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6 수심에 따른 유체 입자의 회전운동

그림. 7 ISPH법과 2차 Stokes 파 이론의 속도벡터 비교
그림. 7은 2차 Stokes 파 이론의 속도벡터와 ISPH법을 이용

하여 생성한 파도의 속도벡터를 비교하였다. 2차 Stokes 파 이론
의 속도벡터 특성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3.2 댐 붕괴(Dam breaking)

3.2.1 계산조건

ISPH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와 2차 Stokes 파도의 이론적
인 값을 비교하여, ISPH법에서 유체 입자의 압력계산이 적절하
게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유동현상이 더 복잡한 댐 
붕괴 현상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SPH법, 유한체적
법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다. 

SPH법, ISPH법 그리고 유한체적법의 계산영역은 그림. 8과 
같고, 계산조건은 표. 1, 2에 나타내었다. 



표. 1 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위한 SPH법과 ISPH법의 
계산조건

SPH ISPH
Fluid particles 120 * 60

Boundary particles 723
경계 밖 입자 Ghost particles

Initial particle distance 0.01m
Kernel Function Piecewise cubic spline

Smoothing length 1.3 * 0.01 m
Time step 0.00005 

sec
0.0001 
sec

계산 시간 약 4시간 약 3시간

표. 2 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위한 FVM의 계산조건
FLUENT

지배방정식 N-S 방정식
연속방정식

수치해석기법 FVM
지배방정식의 대류항과 확산항 1차 상류 차분법

자유수면의 위치정의 VOF
난류모델 Realizable k-epsilon

속도-압력 연성 SIMPLE
Time step 0.004sec
격자 개수 약 2만 8천개

그림. 8 댐 붕괴 수치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영역의 개략도
3.2.2 계산결과

그림. 9의 ISPH법의 수치계산결과와 SPH법의 수치계산결과
를 비교하였다. 자유수면 형상의 경우, 반대편 벽에 부딪히고 반
사되기까지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 하지만, 벽에서 반사된 jet가 
자유수면과 다시 만난 후 튀어 오르는(Splash)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며, 반사된 파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PH
법과 ISPH법의 압력장을 비교하였을 때 압력변동 현상이 확실하
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ISPH법과 FLUENT의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자유
수면의 형상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 벽에 
부딫힌 후, 위로 솟아오르는 jet에서 차이를 보이며, 솟아올랐던 
jet가 떨어지는 부분과 자유수면과 다시 만난 후 튀어 오르는
(Splash)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ISPH법은 
1층류 유동으로 계산되고, FLUENT는 2층류 유동으로 계산되어 
서 벽에 부딪힌 후 자유수면과 다시 만날 때, 생성되는 공기 주

 그림. 9 SPH법, ISPH법 그리고 FLUENT를 이용한 댐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머니(Air pocket)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ISPH법과 
FLUENT의 압력장을 비교하여,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였
다. 

3.3 갑판침입수(Green Water)
3.3.1 계산조건

ISPH법을 이용하여 생성한 파도는 2차 Stokes 파 이론과 비
교를 통하여 생성한 파도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갑판침입수 수치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유입파도를 생성하였다. 

ISPH법을 이용하여 2차원 고정된 물체에서의 갑판침입수 수
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계산의 모든 조건들은 계산결과의 
비교 및 검토를 위하여 Greco(2001)가 실험한 조건과 같도록 하
였다. 

a. 수직 벽이 없는 고정된 물체에 대한 계산영역의 개략도

b. 수직 벽이 있는 고정된 물체에 대한 계산영역의 개략도

c.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수위와 압력 측정을 위한 위치
그림. 10 갑판침입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영역의 개략도

그림. 10의 a, b 는 갑판침입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각각의 계
산영역을 나타내고, 그림. 10의 c 는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수위
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계산영역을 나타낸다.

물의 높이는 wl-1, wl-2 그리고 wl-3에서 측정하고 수직 벽에 
부딪친 물의 압력은 pr-1에서 측정하였다. wl-1의 위치는 선수
로부터 0.0395m 떨어진 지점이고, wl-1, wl-2 그리고 wl-3 사
이의 간격은 0.075m 이다. wl-3과 수직 벽 사이의 거리는 
0.0405m 이고 수직 벽의 pr-1의 위치는 갑판으로부터 0.012m 

높이에 위치한다. 계산에 사용된 입자의 초기 간격은 0.01m 이
고, 유입파 검증을 위한 계산에서 사용된 유체입자의 개수는 
76,085개이며, 갑판침입수 수치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유체입자의 
개수는 83,315개이다.

3.3.2 계산결과
그림. 11에서는 수직 벽이 없는 물체에서 ISPH를 이용한 수치

계산결과와 Greco(2001)의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1에
서 ISPH의 경우 갑판 위로 물이 넘쳐 들어올 때, 실험결과에 비
하여 낮은 파고와 적은 물의 양을 보이고 있지만, 갑판 위 로 넘
친 물의 진행과정과 자유수면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치계산결과에서 갑판 위로 물이 
넘칠 때 실험결과보다 낮은 파고와 적은 물의 양을 보이는 이유
는 물체에 의해 반사된 파도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그림. 12와 그림. 13는 수직 벽이 있는 물체에서 갑판침입수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갑판 위로 넘친 물의 높
이와 수직 벽에서의 압력을 측정한 위치는 그림. 10의 c 에 나타
내었다. 그림. 13은 갑판 위로 넘쳐 들어온 물의 높이에 대하여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치계산 결과와 실험결
과를 비교하면, 갑판침입수의 진행과정은 실험결과와 유사하지
만, 갑판을 넘친 물의 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물이 지
나간 후 에 물의 높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양은 수치계산의 경우, 조파기로부터 생성된 파도와 물체 
경계에서 반사되는 파도의 영향으로 파고가 약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고, 물이 지나간 후에 물의 높이에 있어서 보이는 차이는 
입자의 크기(초기 입자간격 0.01m)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wl-1, wl-2 위치에서의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갑판 위에서의 물의 진행과정과 전체적인 경향이 유사하지만 실
험결과보다 물의 높이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생성된 파도와 선
체에서 반사된 파도의 영향으로 파고가 약간 낮게 생성되었기 때

그림. 11 수직벽이 없는 고정된 물체에서의 갑판침입수 
시뮬레이션에 대한 ISPH법과 실험결과(Greco, 2001)의 비교



그림. 12 pr-1 위치에서 측정한 압력에 대한 ISPH법과 
실험결과의 비교

그림. 13 wl-1, wl-2 and wl-3 위치에서 측정한 수위에 대한 
ISPH법과 실험결과의 비교

문으로 여겨진다. wl-3 위치에서의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wl-1, wl-2 위치에서의 계산결과와 같이 갑판 위에서
의 물의 진행과정은 유사하지만, 물의 높이에 있어서 실험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wl-3 지점을 통과한 유체입자가 수직 벽(wl-3 위치와 수
직 벽 사이의 거리는 0.0405m이다. 그림. 10의 c )에 부딪힌 후 
반사되어 나오는 유체입자의 영향으로 실험결과보다 높은 물의 
높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는 수직 벽의 pr-1 지
점에서 측정한 압력에 대하여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하였다. 수치계산결과의 경우, 처음 압력 최고점이 나타나는 시
점과 압력의 발달과정의 경향은 실험결과와 유사하지만, 수직 벽
에 부딪친 후 압력 변동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압력 최고점이 

나타나는 시점은 실험결과보다 이른 시점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또한 격자법
에서 수치계산의 정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격자크기와 마찬
가지로, 입자법의 경우 입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의 수치계산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0.01m)에 따른 영향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H법에서 발생하는 압력변동 현상을 개선하

기 위하여,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하였으며, Projection 법을 
이용하여 속도-압력의 연성 문제를 풀었다. ISPH법을 이용하여 
수치조파기로부터 생성된 파도에 대하여 2차 Stokes의 이론적인 
파도의 파형과 수심에 따른 압력분포를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정
성적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ISPH법에서 압력 계산이 적절하
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복잡한 유동현상을 지니는 댐 붕괴현상에 적용하
였다. 댐 붕괴 수치계산은 SPH법, ISPH법 그리고 FLUENT를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고,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ISPH법의 
경우, SPH법과 압력장을 비교하여 압력변동 현상이 확실하게 개
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SPH법과 FLUENT의 계산결과를 비교
하여 자유수면의 형상과 압력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ISPH법을 이용한 수치계산은 SPH법에서 발생하는 압력변동 
현상이 확실하게 개선되었고, 또한 다른 방법의 계산결과와 비교
하여 정성적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 바탕으로 수직 벽이 없는 2차원 고정된 물체와 
수직 벽이 있는 고정된 물체에 갑판침입수 수치시뮬레이션을 수
행하고 공개된 실험결과(Greco, 2001)와 비교하였다. 수치계산
결과는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양에 있어서 실험결과와의 차이를 
보였다. 2차원 수치계산의 경우, 생성된 파도와 물체에서 반사되
는 파도의 영향으로 갑판 위로 넘치는 파도의 파고가 낮아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수직 벽에서 측정한 압력을 실험결과
와 비교하였을 때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압력 
최고점의 값과 두 번째 압력 최고점의 도달시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갑판 위로 넘친 물의 양과 본 연구에서 수치
계산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수치계산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공학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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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ge type 선박의 자유수면 유동해석 기법 연구 
 

박경령, 홍춘범, 김주성, 안성목(삼성중공업) 
 

요 약 
 

CFD 기반의 선형최적화 기술은 일반상선의 속도성능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선형설계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을 만큼 보편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arge type 선박을 
대상으로 CFD 기반 선형최적화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내용으로, 선수부 
자유수면에서의 수치확산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상용 CFD 프로그램의 다양한 VOF 
scheme 들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립된 방법을 활용하여 stem profile angle 변화에 
따른 저항계산치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barge type 선박의 선형최적화를 위한 CFD 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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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FD를 이용한 선형최적화 기술은 일반상선의 속도성능향상

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barge type 선박을 대상으로 자유수면을 포함한 점성유동
해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일반상선을 대상으로 한 해석에서 
통상 사용되는 VOF(Volume Of Fluid) 법을 사용하면, 큰 stem 
profile angle로 인해 자유수면에 대한 해의 번짐 현상인 수치확
산(numerical diffusion)이 크게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용 수치
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VOF 법의 여러 가지 scheme들에 
대한 수치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수치확산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VOF 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VOF scheme을 사용하여, 실험
(Robert & Frederick, 1981) 결과가 있는 다양한 stem profile의 
barge type 선박들에 대한 저항 값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barge type 선박의 선형최적
화를 위한 수치계산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체계적인 verifica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수치계산이 요구된다. 자유수면을 포함한 3차원 수치계산
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본 단계에서는 단순한 2차
원 유동의 수치계산을 통하여 verification을 수행하였다. 

Table 1과 Fig. 1은 수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barge type 
선박의 주요목과 측면도를 나타낸다. 

 

 
Fig. 1 Profile view 

 
Table 1 Main dimensions 

Item 주요치수 
Length L 1.5 m 

Breadth. B 0.5 m 
Depth D 0.1m 

Stem profile angle α  60deg 
Froude number Fn 0.1 

 
여기서 gLVFN /= 이며, V는 자유류의 속도, g는 중

력가속도, L은 선체 길이, α  는 stem profile angle을 나타낸다. 
수치 계산은 상용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였다. 지배방

정식은 RANS 방정식이며, 난류 모델은 blunt body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해석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k-ω (sst) 모델을 
사용하였다(Wilcox. 2002). 속도 압력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문제는 정상상태로 
수렴하는 해를 가지지만 수치적인 안정성을 위해 비정상 시간 
전진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유수면 포착을 위한 방법은 VOF 법
을 사용하였다. 

Verification은 code verification과 solution verification으로 나
뉠 수 있다. code verification은 주어진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
에 대한 수치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coding error를 찾는데 사용
된다.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검증된 상용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code verification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solution verification은 계산된 결과의 numerical error를 정량화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에 대한 수치확산이라는 
해의 번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VOF법의 다양한 scheme들에 
대하여 수치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scheme들은 
FLUENT에서 제공하는 implicit MHRIC, explicit Geo-reconstruct, 
explicit MHRIC, explicit QUICK , explicit CICSAM등이 고려하였
다. 그리고 정상 상태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grid 
convergence에 대한 verification을 수행하였다. 

validation은 verification 단계에서 확인된, 수치확산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VOF scheme을 사용하여, 3차원 수치 계산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2.1 Verification for 2D flow 
   
2.1.1 VOF Schemes 
 

VOF 법은 수치격자(numerical grid)내 물과 공기가 차지하는 
유체체적 비율을 통해 두 유체간의 경계면인 자유수면의 위치와 
움직임을 예측하는 수치기법으로써 VOF 이송방정식(transport 
equation)은 아래의 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체적 비율 
α 는 액체영역에서 1, 기체영역에서 0, 그리고 두 유체간의 경
계면에서 0<α <1의 값을 갖는다(Park, et al., 2005, Park,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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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id system 
 

Fig. 2는 기본 격자계 형상을 보이고 있다. 선수에서 발생되는 
수치확산을 줄이고 자유수면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선수부 자
유수면 근방 및 선체 주위에 격자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은 여러 가지 VOF scheme에 따른 선수부의 자유수면
에 대한 수치확산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
이 Geo-reconstruct scheme을 제외한 나머지 VOF scheme 들
은 선수부 자유수면에서 수치확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큰 stem profile angle을 가지고 있는 barge 
type 선박의 경우, explicit Geo-reconstruct scheme을 사용하는 
것이 정도 높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Implicit MHRIC 

 
(2)  Explicit MHRIC 

 
(3) Explicit QUICK 

 
(4) Explicit CICSAM 

 
(5) Explicit Geo-reconstruct 

Fig. 3 Distribution of volume fraction (dependence on VOF schemes) 
 

2.1.2 Grid convergence 
 
Fig. 4는 기본 격자계를 나타낸다. gird convergence는 정상 

상태 문제에서 해의 수렴성 및 수치 계산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rid convergence test를 수행하였다. 

grid convergence test를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서로 다
른 해상도의 격자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격자계인 
미세격자(fine grid)를 기준으로 선체에 수직한 방향의 격자수를 
감소시켜가며 거친 격자(coarse grid)를 생성하였고 Table 2는 
변환된 격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Fig. 4 Sample grid system 
 
Table 2 Grid systems (grid convergence test) 

 격자수 
Grid1 (fine grid) 39,000 

Grid2 (Medium grid) 15,000 
Grid3 (Coarse grid) 7,000 

 
Fig. 5, Fig. 6은 각각의 격자에 대해서 선수부 및 선미부의 

wave elevation을 보이고 있다. 각 격자계에 따르는 wave 
elevation의 차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Table 3에 보인 
바와 같이 grid 수에 따르는 저항 값의 차이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차원해석에서는 계산 시간과 계산 정도를 고려
하여 Grid2 수준의 격자계를 사용하였다. 

 

 
Fig. 5 Wave elevation of stem in 2D (grid convergence test) 
 

 
Fig. 6 Wave elevation of stern in 2D (grid convergence test) 
 
Table 3 Grid convergence study for Rtm (grid convergence test) 

 Ratio (Base Grid1) 
Grid1 (fine grid) 100 (-) 

Grid2 (Medium grid) 98 ( -2%) 
Grid3 (Coarse grid) 94 ( -6%) 

 
2.2 Validation for 3D flow 

 
다양한 stem profile angle을 가지는 barge type 선박들에 대

한 3차원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수치 계산에서 사용된 격자계 및 계산 조건은 verification 단

계에서 결정된, Grid2 기반의 3차원 격자계 및 explicit Geo-
reconstruct scheme 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저항 성능에 대
한 평가는 식 (2)에 나타낸 실험에서 사용된 계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는 displacement를 의미한다. 

 

3/225.0 ∇
=

V
RC T

T                     (2) 
 

Fig. 7은 stem profile angle 변화에 따른 자유수면에 대한 
volume fraction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큰 stem profile angle을 
가지고 있는 barge type 선박의 선수부에서 발생되는 수치확산 
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자유수면을 정도 높게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 Distribution of volume fraction ( α  : 75deg ) 



 

 

  
Fig. 8 Stream lines and free surface ( α  : 60deg ) 
 

Fig. 8은 barge type 선박에 대한 streamlines를 포함한 자유
수면의 유동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유수면 근방의 edge 부분
에서 발생하는 3차원 vortex와 같은 현상까지도 정도 높게 포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Exp. and CFD of Ct for stem profile angles 
 

Fig. 9는 각 stem profile angle에 대한 수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Fig. 9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수치 계산결과가 모든 stem 
profile angle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Barge 
type 선박의 저항 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
다. 

 
3. 결 론 

 

큰 stem profile angle을 가지는 barge type 선박에 대한 수
치계산에서 발생하는 선수부 자유수면에서의 수치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용 CFD프로그램의 다양한 VOF scheme들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VOF scheme들에 대하여 2차원 verification을 수행 한 
결과, Geo-reconstruct scheme이 수치확산 오차를 줄이는데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Geo-reconstruct scheme을 사용하여, 다양한 stem 
profile angle을 가지는 3차원 barge type 선박들에 대한 수치 계
산을 수행하여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arge type 선박의 저항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선형최적화
를 위한 수치계산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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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텀 슬래밍을 고려한 선체 운동 및 파랑하중 해석

황지희, 박인규, 구원철(울산대학교)

선체가 항해 중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되면 슬래밍(slamming)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는 

강체가 아니라 탄성체로 간주되는 거동을 하게 된다. 또한 파랑하중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파랑 중 선체 운동 응답과 파랑하중을 고찰하였다. Momentum slamming 이론에 기초

하여 강체운동방정식이 아닌 선체진동방정식을 직접 푸는 시간영역 모사(simulation) 계산법을 적용하

여 고차 진동을 포함한 근사해를 구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동유체력계수 들에 대하여는 Frank, 및 

Ursell-Tasai 의 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계산 예로서 S-175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적용하여 heave, pitch 및 vertical bending moment에 관한 RAO와 time series들을 각각 구하였다. 

ITTC Workshop on Seakeeping(2010)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높은 파도가 발생하는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여러 가지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본 논문에

서는 선박이 높은 파도 중을 항해할 때 선체의 중

앙부에 작용하는 파랑(충격)하중을 계산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Yamamoto 등(1979)이 처음으로 선

체를 탄성체로 간주한 후 계산한 비선형 파랑하중

이 강체로 본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큼을 

S-175 컨테이너선에 대하여 계산하고, 탄성모형

(formed vinyl chloride)으로 자항시험하여 검증하

였다. 이후 선박의 크기가 커져서 post-panamax 

형 컨테이너선이 출현함에 따라 대파고시의 

sagging 모멘트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컨테

이너선박의 크기가 12,000 TEU 를 넘어 최근에는 

18,000 TEU 까지 대형화 됨에 따라 선수부 Flare 

각도가 50도~60도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bow 

flare slamming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

에 미리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슬래밍에 의한 파랑충격하중을 

고려한 선체의 동적응답을 계산하였다. 여기에는 

비선형 파랑하중을 구하기 위하여 momentum 

slamming 이론에 의한 충격력을 고려하였으며, 

선체를 Bernoulli-Euler 탄성보로 간주하여 유체력

을 고려한 진동방정식을 시간영역에서 풀었다. 동 

유체력 계수들의 계산에서는, 잘 알려진  Lewis 

form method를 이용하였다. 매우 짧은 계산시간

으로 단면형상의 주파수에 따른  동유체력 계수들

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시간영역 계산에서와 

같이 매 시간 스텝마다 변화된 단면에 대한 계수

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본 계산 프로그

램에 특히 적합하다. 계산된 반원형 단면 및 직사

각형 단면에 대한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들을 Ursell(1948)의 결과 및 Frank 

(1968)의 결과와 비교 하였다 (Grim, 1959, 

Porter, 1960, Macagno,1967, Vugts, 1968). 해

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계산된 heave, 

pitch motion 및 vertical bending moment(VBM) 

RAO 및 몇 개의 VBM time series들을  ITTC 

comparative study (2010)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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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식화

 선체를 길이방향으로 불균일한 단면을 가진 

Bernoulli-Euler 보로 간주한다. 선체의 길이방향

으로 미소한 길이 인 단면을 생각하고 이 단면

의 수직방향 변위를 라고 하면, 힘과 모우

멘트의 평형식에 따라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황지희 등, 2010b)





 




 


  

                                           (1)

위의 (1)식은 fe 의 외력 하에    

의 단위길이 당 질량, 굽힘강성 및 구조감쇄 계수

를 갖는 보의 진동방정식이다 (Bishop & Price, 

1979). 

식(1)의 우변은 외력항 fe 로서 다음과 같은 성분

으로 구성된다.

                                (2)

여기서 fm 는 유체의 관성력, fr 는 유체의 감쇄력,  

fs 는 정력학적 힘 및 Froude-Krylov 힘, 그리고 

fg 는 단면의 중력이다(Yamamoto 등, 1979).     

충격외력의 계산에는 momentum slamming 이론

에 따라 유체의 관성력 fm 을 다음과 같이 두 개

의 성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                       (3)

여기서 f‘m 는 선체운동에 기인하는 유체의 부가

관성력이고, fimp 는 유체 충격하중에 해당하며 

slamming 계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이 된다. 

 정식화 된 문제는 (1)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

체의 수직방향 변위에 대한 4계 편미분방정식이 

된다. 이를 수치적으로 풀기 위하여 선체를 길이

방향으로 21개 정도의 스테이션으로 분할하여, 각

각의 스테이션을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고 유한요

소법을 적용하였다. 요소 내에서는 굽힘강성 EI 

와 질량분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한 개의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potential energy 와 kinetic 

energy, 그리고 외력에 의한 일을 각각 고려하여 

수치해석법을 적용하였다.(윤범상, 1989).

3. 동 유체력계수 및 선체운동 계산

 동유체력계수들의 계산을 위하여 2차원 단면의 

주파수에 따른 계수들을 conformal mapping 

(Lewis form)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때,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를 비교

하기 위한 무차원 계수들을 와로 하고,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Ursell, 1948).

       



















     
 

 

 이러한 방법의 유효성를 검증하기 위하여  

rectangular cylinder와 semi-circle cylinder에 대

하여 계산하고 Ursell과 Frank의 결과와 비교하였

다. Fig. 1 에 보인 바와 같이,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 모두 Ursell과 Frank의 결과

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선체는 강체가 아닌 탄성체로서 길이방향으로 서

로 다른 수직변위를 일으키므로, heave와 pitch 

motion을 다음의 (6), (7)식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

하였다.

 Heave ;      

   

 

 Pitch ;     

   

여기서   및 은 각각 선미, 선수에서

의 수직변위, 중심의 x 방향 위치 그리고 배의 길

이이다.

4. 수치 계산 과정

 본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표준

선인 S-175컨테이너선에 대해 linear solution과 

nonlinear solution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하여 보

았다. 선박의 주요 요목은 Table 1 에, 그리고 

body plan은 황지희 등 (2010a)에 나타 내었다. 

이때, 길이 방향으로의 중량분포는 ITTC에서 제공

한 표준을 따랐으며, 종강도 설계에 주요한 인자



Length B. P. 175 m
Breadth 25.4 m
Depth 15.3 m
Draft 9.5 m
Displacement 24,000 ton 
Modulus of Elasticity, E 2.1E+10 Kg/M2

인 단면 2차 모멘트(Iy)의 길이방향 분포는 S.S. 

21/2 ~ S.S. 6 사이는 균일하고 AP 및 FP까지는 

0 으로 줄어드는 사다리꼴 형상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 선체는 21개의 단면으로, 수선은 16개로 분

할하여 근사하였다. 선체의 수직방향변위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수치해석방법으로 풀었으며 경계조

건으로 보의 양단에 free-free 조건을 적용하였다. 

시간적분에는 Newmark 의 β-method를 사용하였

고 시간간격은 조우주기를 대략 500 등분하여 계

산하였다. 구조감쇄계수 η를 구하는 데 사용할 대

수감소 δ는 0.056을 사용하였다. Linear solution

에서 선박의 속도는 Froude Number 0.275로 계

산하였고, 파고는 1m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Nonlinear solution에서는 Fn 0.275 및 0.25로 각

각 계산하였고, 이때의 파장은 선박길이의 1.2배, 

파고는 8m (kA=0.12) 및 12m (kA=0.18)로 사용

하였다. 파고가 12m로 클 경우에는 Slamming 현

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Linear solution에서는 heave, pitch, V.B.M RAO

를 비교하였으며, nonlinear solution에서는 V.B.M

의 time series를 비교하였다.

5. 계산 결과의 검토

 Linear solution에서는 선체를 강체로 보고 규칙

파 중에서 중앙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굽힘 모우멘

트와 heave, pitch motion RAO를 각각 계산하여 

ITTC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2에서 ITTC의 계산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heave RAO에서는 파장과 배 길이의 비가 1.3정

도인 곳에서 그리고 pitch RAO 에서는 1.5 정도

인 곳에서 peak치를 보이며, 실험결과와도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Nonlinear solution에서는 Fig 3(a)에서와 같이, 

중앙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굽힘 모우멘트를 계산

하였다. 선체를 탄성체로 간주하여 Time series로 

나타낸 VBM은  로 무차원화시켜 이를 

ITTC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계산(USLAM2)의 결

과가 NMRI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b)에서는 대 파고에서의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175 
container ship

(a) Semi-circle cylinder case

(b) Rectangular cylinder case

Fig. 1 Added mass and damping coefficient 
for heave 



slamming현상을 살펴보고자, 중앙단면에 작용하

는 수직 굽힘모우멘트에 대해 선체를 강체로 가정

한 경우와 탄성체로 가정한 경우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적색으로 표시된 매우 빠르게 진동하

는 곡선이 탄성을 고려한 V.B.M이고, 청색으로 표

시된 곡선은 선체를 강체로 보았을 때의 V.B.M 

이다. (-)쪽 보다 (+)쪽으로 더 큰 값을 보이는 것

은 hogging 보다는 sagging일 경우 bottom 

slamming 및 bow flare slamming에 의한 충격하

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하중을 받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 그라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rigid body

인 경우에는 bottom slamming을, 그리고 flexible 

body인 경우에는 bow flare slamming을 잘 관찰 

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에 대한 계

산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선체의 파랑중 충격하

중을 포함한 동적 거동을 계산하는 수단을 확보하

였고, 이를 ITTC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때, 선체를 탄성체로 간주하여 

vertical bending moment(VBM)의 time series를 

계산함으로써, slamming이 일어나는 시점과 선체 

종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이를 미래 설

계에 반영할 수 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Momentum slamming

의 이론 대신 impact slamming의 이론에 기초한 

경험식으로 대체하여 두 이론에 의한 결과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 Wave spectrum을 추가함

으로써, 불규칙파 경우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도

록 확장한다. (3) 구조감쇄계수의 추정에 대하여 

연구한다. (4) 더욱 높은 진동 모드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확장 한다.

후 기

본 논문은 일본선급(NK)의 연구지원에 의한 연구

성과 중 일부임을 밝혀 둡니다. 

(a) Heave RAO (Fn=0.275, Hw=1m)

(b) Pitch RAO (Fn=0.275, Hw=1m)

(c) V.B.M RAO (Fn=0.275, Hw=1m)

Fig. 2  Motion and VBM RAOs of S-175 
container ship for linear solution



(a) Fn=0.25, λ/L=1.2, kA=0.12

(b) Fn=0.275, λ/L=1.2, kA=0.18

Fig. 3 Time series of midship VBM of the 

S-175 containership for nonlinea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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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sider steady free-surface two-dimensional flow past a circular cylinder in water of infinite depth. The fluid is 
assumed to be inviscid and incompressible, and the flow is irrotational; surface tension on the free surface is neglected. Our 
concern is with the periodic waves generated downstream and the location of flow separation from the cylinder. The 
formulation of the problem is applicable to the study of bow and stern flows occurring near a ship moving at a constant 
velocity on the free surface of a fluid. An advanced hodograph method is employed to derive an analytical expression for 
the complex potential of the flow. The problem is reduced to a system of two integro-differential equations in the velocity 
modulus on the free surface and in the slope of the bottom surface. The Brillouin –Villat criterion is applie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point of flow separation from the cylinder. Results showing the effect of gravity on the flow detachment 
and the waves downstream are presented over a wide range of Froude numbers. 

 
 
1. INTRODUCTION 
 

Two-dimensional free surface flows past a fixed half-
submerged obstacle is a challenging analytical and 
numerical problem, relevant to the generation of bow and 
stern flows in ship hydrodynamics.  

The study of bow/stern flows started to receive much 
attention in the late 1960s [1 – 3] aimed to reduce drag of 
ships and find bow geometry providing a waveless free 
surface. In order to formulate a mathematical problem an 
assumption about flow topology should be done. Several 
configurations have been proposed for bow flows by 
Dagan and Tulin [4]: a) the free surface approaches 
smoothly the bow; b) a splash appears near the bow; c) A 
jet rises along the bow and the returning is neglected.  

Dagan and Tulin [4] used asymptotics to consider 
type a) solutions for small Froude numbers and type c) 
for large Froude numbers. Dias and Vanden-Broeck [5] 
studied type b) solutions by solving complete nonlinear 
problem in the whole flow domain. Vanden-Broeck [6] 
showed that type a) solutions are not possible for flat 
bows in water of infinite depth. In the water of finite 
depth Vanden-Broeck [7] found a range of supercritical 
Froude numbers for which type a) solutions are possible. 
Dias and Christodoulides [8] computed splash-like flows 
in a corner, where the whole oncoming flow rises along 
the wall.  

Stern flows with waves were studied by Vanden-
Broeck [9]. Recently, Trinh et al. [10] studied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design the hull in such a way as to 
minimize or entirely eliminate the waves produced by the 
ship?”  For the one-cornered ship, their answer is “No”. 
For stern flows, waves must appears and propagate 
downstream, while for bow flows, these waves grow to 
be of infinite amplitude near the hull. For more general 
geometry of hulls the answer is still not clear.  

 
However, until now there are limited number of 

studies considering both bow and stern flow regions 
within framework of one formulation of the problem. It 
maybe important for ships which length scale is 
comparable with wave lengths generating downstream. 
In the present study we choose the circular cylinder as 
the body geometry to formulate the conditions of flow 
separation form stern to study general properties of the 
flow. The method employed makes it possible to study 
flow characteristics for arbitrary shaped ship hulls.  

The accepted flow topology corresponds to the case 
c) proposed in by Dagan and Tulin [4]: a jet rises along 
the bow and the returning is neglected. In this case only 
one stagnation point occurs on the wetted part of the 
body. The flowrate in the splash jet is determined as part 
of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t will be shown that the 
flowrate in the splash jet decreases with decrease of the 
Froude number.  

Our solution method follows that proposed by 
Joukovskii [11] for steady jet flows of an ideal fluid, the 
key step being the analytical construction of two 
governing functions: the complex velocity and the 
derivative of the complex potential defined in an 
auxiliary parameter region. The expression for the 
complex velocity depends on the variation of the velocity 
modulus along the free boundaries and the variation of 
the velocity angle along the wetted part of the foil. This 
function is given in terms of an auxiliary parameter 
variable, ζ , which lies in the first quadrant corresponding 
to the physical flow domain. For a given body shape, we 
derive an integro-differential equation in the velocity 
angle along the foil and integral equation in the velocity 
magnitude along the free surface. These integral 
equations must be solved numerically to complete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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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ANALYSIS 
Figure 1(a) shows the flow configuration for the 
bow/stern flow model. The fluid is inviscid and 
incompressible and the flow is steady and irrotational. 
Far upstream, the flow is uniform with constant velocity 
U and the free surface is flat and parallel to x-axis. The x-
y coordinate is placed on the bottom at the point of 
separation O.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g is acting 
in the negative y direction. The body piercing the free 
surface at the depth h and perturbing it and so generate 
waves downstream. 

The shape of the body is given by the angle β as a 
function of the spatial coordinate s along the body, which 
starts at the separation point O. At the stagnation point A, 
the streamline splits into two streamlines, which go along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the body. The first 
streamline forms the splash jet which truncated at such 
distance from point A to eliminate its influence on the 
main flow. The lower streamline starting at the 
stagnation point A detaches at point O of the body and 
forms the wave downstream. The Brillouin – Villat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point of 
flow separation provides the curvature of the free surface 
equal to the curvature of the body at the point of 
separation.  

 
Figure 1. Sketch of the surf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a) and the parameter plane (b). 
 
The Bernoulli equation can be written for reference point 
at upstream infinity 

2 2

2 2 a
V UgY p pρ ρ ρ+ + = + ,   (1) 

where ρ is the liquid density; g is the acceleration due to 
gravity; pa is the atmospheric pressure; U is the inflow 
velocity. 
Using the radius of the cylinder R as the characteristic 
dimension and the inflow velocity U as the characteristic 
velocity, Eq. 1 takes the form 
 

2
2

21 p
yv c

Fn
= − − ,        (2) 

where ( )1/ 2F U gR= , 20.5
a

p
p pc

Uρ
−

=  and v = V/U and y = 

Y/R are the dimensionless velocity and coordinate, 
respectively. Eq. (2) also determines the velocity 
magnitude along the free surface where 0pc = . 

According to the Helmholtz and Kirchoff method, the 
problem is to find a function that conformly maps the 
flow region in the physical plane z  onto the complex 
potential plane W . Then, the velocity field is determined 
by the derivative of the complex potential, 

x y
dWv iv
dz

− = , 

where xv  and yv  are the x  and y  velocity components. 
Usually finding the function ( )W W z=  directly is a 

very complicated problem. Instead, Joukovskii [21] 
proposed to map the upper half-plane onto the planes of 
two functions, which are the complex potential W  and 
the function ( )ln dW dzω = − . For steady jet flows past 
polygonal bodies, the map of the fluid region onto the 
W -plane and the ω -plane has polygonal shapes, and the 
mapping function can be found using the Christoffel-
Schwartz formulae. If ( )W ς  and ( )ω ς  are known 
functions of the parameter variable ς , the velocity field 
and the function mapping the parameter plane onto 
physical plane can be determined as follows: 

exp[ ( )]dW
dz

ω ς= − ,    0
0

( ) dW dz z d
dW dz

ς ςς ς= + ∫ .           (3) 

In contrast to steady flows of a weightless fluid past 
polygonal-shaped bodies, for the problem under 
consideration, the velocity modulus varies along the free 
surface and the argument of the velocity changes along 
the body; therefore, we have to use a different way of 
constructing expressions for the complex velocity 
dW dz and for the derivative of the complex potential 
dW dς . 

We choose the first quadrant of the ζ -plane, where 
the complex variable iς ξ η= +  (figure 1b), to 
correspond to the physical plane. A conformal mapping 
allows us to fix three points O, C and D as shown in 
figure 1b, then aς =  and iς =  are the images of points 
A and C in the physical plane, which should be 
determined from additional conditions. The interval 
0 1η< <  of the imaginary axis corresponds to the free 
boundary OC ′  (the region of the stern flow), the interval 
1 η< < ∞  corresponds to the free surface CD (the region 
of the bow flow). The real axis 0 ξ< < ∞  corresponds to 
the wetted part OAD  of the body. Since the actual range 
of the complex velocity is unknown a priori, an explicit 
conformal transformation of the first quadrant onto the 
complex velocity plane is a complicated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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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plicit expression for the complex velocity 
At this stage, we assume that the modulus of the complex 
velocity is known on the free boundaries as a function of 
the parameter variable η  and its argument is known on 
the wetted part of the hydrofoil as a function of the 
parameter variable ξ , i.e. the function dW dz  satisfies 
the following boundary conditions 

 

( )
i

dW v
dz ς η

η
=

= , 0 η< < ∞ ,                (4) 

, 0 ,
arg ( )

, ,
adW

adz ς ξ

π β ξ
γ ξ

β ξ=

⎛ ⎞ − − < <⎧
= =⎜ ⎟ ⎨⎜ ⎟ − < < ∞⎩⎝ ⎠

               (5) 

 
where β is the slope of the wetted part of the hydrofoil. 
The argument of the complex velocity undergoes a step 
change at the point ζ = a corresponding to the splitting of 
the streamline at the stagnation point A in the physical 
plane. 

The problem is then to find the function dW dz  in 
the first quadrant of the parameter plane which satisfies 
the boundary conditions (4) and (5). By using the 
formula derived in [22] for solving mixed boundary 
value problem (4) and (5) we can obtain the expression 
of the complex velocity defined in the first quadrant of 
the ζ -plane as follows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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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d d
ddW av

dz a i d v i d i
d i

β ξ ζ ξ
π ξ ξ ζ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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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η η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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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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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7) 

 
where 0 (0)v v=  and 0 (0)β β=  are the velocity magnitude 
and direction at point O . 
 
2.2. Expression for the derivative of the complex 
potential 
For steady free-boundary flows, the stream function ψ(x, 
y) takes a constant value along the body and free 
boundaries, therefore the region boundary in the W-plane 
forms a polygonal region. According to Chaplygin’s 
singular point method presented in Gurevich [23], to 
determine the function ( )W W ς= , it is sufficient to 
analyse all singular points where the mapping is not 
conformal. The function ( )W W ς=  has singularities at 
points O (ζ = 0), A (ζ = a), C (ζ = i), which correspond to 
the corner points of the region boundary in the ζ -plane 
and the W - plane. The analysis of the behavior of the 
function arg( )W at each corner point makes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order of the singularities in the expression 

( )W W ς= , whose differentiation yields 

2 2

2 2

( )
( 1)

dW aK
d

ζ ζ
ζ ζ

−
=

+
,    (8) 

where K is a real scale factor. 
Dividing Eq. (8) by Eq. (7), we obtain the derivative 

of the mapping function dz dς , whose integration along 
the imaginary axis in the parameter region provides the 
free boundaries OC ′ and CD  in the z-plane. The 
parameters a and K and the functions ( )v η  and ( )β ξ  are 
determined from the boundary conditions and from 
physical considerations. 
 
3. NUMERICAL RESULTS 

 

 
 
Figure 2. The free surface profile at Froude number 

1F =  for depth of submergence (a) / 0.036h R = , (b) 
/ 0.087h R = , (c) / 0.164h R = . 

  

 
Figure 3. The free surface profile near the circular 
cylinder for cases (a) and (c) shown in figure 2. 
 
The free-surface elevations for flow past the circular 
cylinder at Froude number F = 1 and three depths of 
submergence are shown in figure 2. The wave steepness 
increases with the depth of submergence while the 
wavelength somewhat decreases. For case (c) in figure 2 

a) 

b) 

c) 

a) c) 



the steepness reaches its maximal value for which the 
free surface forms an angle of 1200. For larger depths of 
submergence, the iteration procedure diverges, which 
corresponds to wave breaking on the wave crest. 

The free surface profiles near the circular cylinder are 
shown in figure 3. It is seen that the location of the 
stagnation point shown as a solid circle is very close to 
the free surface and the flowrate through the splash jet is 
quite small. Such thin splash jets in real cases are 
destroyed due to interaction with air, and they return to 
the free surface as a spray. The small thickness of the 
splash jets and the location of the stagnation point near 
the free surface were predicted by Yeung [14] using a 
numerical method. The location of flow separation 
occurs at the front part of the cylinder so that the angle 
α  is negative. With increasing depth of submergence the 
magnitude of the angle α  also increases. 

 
Figure 4. The free surface profile at Froude number 

2F =  for depth of submergence (a) / 0.0737h R = , (b) 
/ 0.21h R = , (c) / 0.423h R = . 

 
The free-surface elevations for  flow past the circular 
cylinder at Froude number F = 2 are shown in figure 4. It 
is seen that for larger Froude number the wavelength 
increases in a manner similar to that predicted by the 
linear theory of progressive waves, 22lin Fλ π= . From 
figure 4 it is seen that the nonlinear effects slightly 
reduce the wavelength. The wave profile is similar to that 
predicted for a hydrofoil beneath a free surface (Faltinsen 
and Semenov, 2008). Thus, a body disturbing the free 
surface does not affect the shape of the wave profile.  
 
CONCLUSIONS 

A complete nonlinear solution for a surface-piercing 
circular cylinder moving along a free surface is presented. 
The method employed leads to the derivation of an 

analytical expression for the complex flow potential 
defined in the first quadrant of the parameter plane. The 
obtained solution includes both the bow and the stern 
flow regions. 

 The presented numerical results show how the free-
surface shapes change as the depth of submergence of the 
cylinder increases to its maximal value for which a 
nonbreaking wave crest occurs. It is shown that the wave 
profile downstream of the body corresponds to 
progressive waves in a fluid of infinite depth. The width 
of the splash jet in the bow region increases with the 
Froude number and the depth of submergence.  

The method presented allows one to study a more 
intricate geometry of the body, in particular a geometry 
that models ship hu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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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저항자항 해석용 격자 자동화 
 

1 최상규(삼성중공업), 2 김희택(삼성중공업), 3 배준환(삼성중공업), 
4 김수형(삼성중공업)  

 
요 약 

 
The automated grid generation is developed by using the commercial program (Gridgen 
V15.09) for CFD based analysis of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can produce grid systems after propellers and hull form design without any 
other CAD program.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can change a calculation domain size, 
grid number and grid distance. So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was used to set up the 
standard of CFD based analysis of POW,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is very easy to generate a grid so even nonprofessionals can use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after some education. This automated grid generation can make 
the same grid system fast without relation to worker. 
 
 
 

 
 

1. 서론 
선박의 저항 추진성능 향상과 소요마력의 절감을 위해서는 우

수한 선형설계에 의한 저항 성능의 향상, 추진기 작동 시 추진기, 
타 및 선체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자항 성능의 향상 그리
고 고효율 추진기 설계를 통한 추진기 성능의 향상 등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선박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선형 및 프로펠
러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선체 및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유체역학

적 성능의 정확한 해석과 평가는 우수한 선박을 설계하기 위해
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에 의해 
실선의 저항 및 추진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
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척의 선형 및 
프로펠러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 선형과 프로펠러의 저항 및 추진 특성에 대한 신속하
고도 정확한 성능 추정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이로부터 유동을 
고려한 설계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실제 설계현장
에서는 선박의 종합적인 유체역학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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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선박의 저항 감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의 전산유체
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프로그램들을 사용
하여 선체 주위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기 효
율 향상과 추진기로 인하여 유기되는 진동의 경감을 위한 추진
기 공동현상의 완화를 위한 추진기 단독상태의 수치해석 결과들
이 고효율 추진기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계산을 이
용한 선박 성능 추정은 수분에서 수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 비용이 모형시험에 비교하여 훨씬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선형개발 과정 중에 다양한 선형 및 프로펠러
를 설계하여 우수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산유체역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
저 해석 대상의 격자계를 구성해야 한다. 격자계의 구성은 수치 
해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적절한 격자계
의 구성을 통해 수치 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선박의 유동 해석에 많이 이용하는 상용 코드로는 Fluent 
등이 있다. 그러나 Fluent는 자체에 선형에 대한 격자 생성 프로
그램이 없어, 해석자 각자가 격자를 수동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격자를 해석자 각자가 수동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해석자의 숙련도에 따라 격자의 질이 달라져 해석 결과에 영향
을 미친다. 특히, CFD를 통한 선박의 저항추진 성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형 및 추진기의 작은 변화에 따른 성능 차
이를 구별해 낼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
석자에 관계 없이 동일한 격자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격자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으로 이용하는
격자 생성 프로그램인 Gridgen을 이용하여 CFD 저항자항 해석
용 격자 자동화를 수행하였다. 

 

2. POW 격자 구성 
 
해석의 편이 및 해석자간의 격자 차이를 없애고자 먼저 POW

격자 자동화를 수행하였다. 격자 자동화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추진기 설계자가 설계한 추진기 offset
을 받는다. 두 번째는 Kim, J.J (2005)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추진기와 허브 형상을 만든다. 세 번째는 gridgen의 
glyph를 이용하여 해석에 사용할 격자를 만든다. 

 

 
Fig.1 Tecplot platform 
추진기 offset을 받은 후 Kim, J.J.(2005)가 개발한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CFD 계산을 위한 형상 자료를 만든다. CFD 계산
을 위한 blade와 hub의 형상은 Fig.1과 같다.  

 



 

 

 

 
Fig.2 Gridgen platform 
   다음으로 Gridgen을 실행하여 blade와 hub를 읽는다

(Fig.2 참조). 이를 읽기 위해서는 gridgen의 main menu상에 있
는 input/output을 클릭하고, grid pts/import를 이용하여 domain 
surface를 이용하여 읽는데, 읽을때 file attributes는 
gridgen/ascii로 읽는다. 읽은 후 input/output commands상의 
grid pts/export를 이용하여 domain/surfaces를 이용하여 저장한
다. 이렇게 저장하면 확장자가 grd로 된다. Gridgen을 다시 시작
하여 앞에서 만든 grd 파일을 읽는다. 이곳에서 hub의 네 귀퉁
이와 bade의 root부분 두 끝점과 tip 부근 두 점의 좌표를 확인
하여 격자 생성 glyph 실행 전 input 파일에 저장한다. 이 input 
파일에는 추진기의 직경과 익수, hub와 blade와 관계한 점들의 
좌표, 격자 생성을 위한 격자수, 간격 등이 정의 되어 있다. 해
석을 위한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blade와 hub 형상을 읽은 

후 glyph를 실행하면 된다. Glyph는 Gridgen의 macro 파일로써 
프로그램밍이 가능하여, 미리 생성해 놓으면 형상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격자를 생성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계산 영역의 크
기, 격자 수, 격자 간격 등을 변수로 설정이 가능하여, 이들을 
바꾸어 가면서 격자의 최적화를 할 수 있었다. (Fig.3 참조) 

  
Fig.3 POW inner grid topology 
Fig.4는 POW계산을 위한 최종 격자계이다. 

 
Fig.4 POW grid 
 

3. 저항자항 격자 구성 
저항 격자 구성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BMT 상

에서 격자 구성에 필요한 lines 정보를 가져 오는 단계이다. 그리
고 두 번째는 Gridgen에서 BMT상에서 가져온 lines 정보를 
glyph 파일을 이용해서 격자를 만드는 단계이다. 



 

 

 

Fig.5 BMT platform 
  Fig.5는 BMT 상에서 격자를 만들고자 하는 선형의 lines를 

보여 주고 있다. 이 BMT 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격자에서 필요
한 선형 정보들 즉 stern profile, stem profile, 몇몇 section의 정
보들과 waterline, knuckle 정보 boss, transom 등 이다. 이들은 
향후에 격자 구성을 위한 connector 생성에 이용 된다. 

 

Fig.6 Gridgen platform 
  Fig.6은 Gridgen을 실행 시킨 후 BMT에서 출력한 선형 정

보들을 읽어 들인 모습이다. Gridgen에서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BMT에서 출력한 선형 정보들을 순서대로 읽는다. 
두 번째, 미리 만들어 놓은 glyph를 이용하여 저항 계산을 위한 
격자를 만든다. 이 glyph는 계산 영역의 크기, 각 격자의 수, 간
격 등을 외부 입력 파일로 만들어서 이들을 바꾸어 가면서 저항 
및 자항 계산을 위한 최적 격자를 찾는데 이용 하였다.(Fig.7 참
조) 

 
Fig.7 Grid topology for resistance 
   
   자항 격자는 저항의 격자와 POW 격자를 이용해서 만든다. 

먼저 저항을 위해서 만든 격자를 선형의 중앙 대칭면을 중심으
로 mirror 복사를 해 준다. 그리고, 추진기가 들어갈 block 부분
의 block를 제거한다. 그리고 pow 해석을 위해 만든 격자 중 추
진기 주변 격자를 가지고 온다. (Fig.8 참조) 

 

Fig.8 Grid system for self-propuls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격자계는 자동화 되어 있어, 선형 설계 
및 추진기 설계가 완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POW와 CFD 저항 
자항 해석을 위한 격자를 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격자 자동화
는 해석자에 따른 격자 변화의 가능성을 방지하여 누구나 동일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격자 자동화는 당사의 CFD 자항해석법 개발에 이용되었
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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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를 활용한 저항, 자항 추정법 개발 
 

김희택, 최상규, 홍춘범, 김진수(삼성중공업) 
 

요 약 
 

본 연구를 통해 저항 및 자항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치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Tanker 7 척, LNGC 4 척, Container 9 척에 대해 저항, 자항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과 비교하였다.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의한 정성적 우열판단은 물론 모든 선종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DHP 기준 2% 이내의 오차를 보임으로써 수치해석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되는 선형 뿐만 아니라 추진기 그리고 연료절감 장치들에 대한 설계 및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선박의 속도 성능은 수주 경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선소는 속도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계 시 최적의 선형, 추진 효율이 높은 프로펠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database와 모형시험 
그리고 CFD를 활용한 수치해석 등의 방법으로 속도성능을 만족
하는 선형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 수준으로는 모형시험을 이용

하는 방법이 신뢰성이 가장 높으나 모형제작, 시험 및 해석을 수
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CFD 
해석법은 모형 시험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모형 시험을 대신하여 자주 이용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 선형설계 과정에서 CFD는 조파저항 성
능 해석 및 점성저항 성능 해석 그리고 추진기 면에서의 유효 속
도장 예측 등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저항 성능이 우수한 선
형을 개발하여도 그 선형이 만드는 선미 유동에 의해 선체 뒤에
서 구동하는 프로펠러의 성능은 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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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 성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성능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는 우수한 선형설계에 의한 저항 성능 평가 뿐
만 아니라 추진기 작동 시 추진기, 타 및 선체의 상호작용 결과
로 나타나는 자항 성능 평가 그리고 고효율 추진기 설계를 통한 
추진기 성능 평가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에는 병렬 컴
퓨터의 발달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프로펠러를 고려한 자항 해석에까지 CFD를 활용하고 있다. 
KCS에 대해 추진력을 물체력으로 치환환 body force 기법을 활
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경우(Kim, 2006)와 동일한 KCS에 대해 
moving mesh 기법을 활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경우(Seo, 201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저항과 
자항 성능을 수치적으로 해결할 수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첫째, 모든 선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치 해석법을 개발한다. 둘째, 선형 또는 추진
기 변화에 따른 정성적 우열 판단 뿐만 아니라 정량적 정도를 높
이는 수치 해석법을 개발한다. 셋째, 동일한 선형 및 추진기에 
대한 성능 해석이라면 사용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 시간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격자 생성 프로
그램인 Gridgen과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를 사용하여 수치 
해석툴을 개발하였으며, 후처리를 위해 FLUENT 해석 전용 
Tecplot macro를 개발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항, 자항 해석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

로 이루어져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1)항과 (2)항은 CFD 
저항, 자항 해석용 격자 자동화(최상규, 2011)를 참조하기 바라
며, (3)항~(4)항에 대해서는 각 절에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5)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Fig. 1 Process of estimation method for resistance and 

self-propulsion  

2.1 POW 해석법 개발  
동일한 프로펠러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격자 생성 및 

해석 방법 등에 따라서 추력과 토크 등이 달라지는 것은 주위에
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수치해석적으로 성
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자들을 도출하고 각각의 인자들에 

대해 Fig.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함으로써 POW 해석을 위
한 표준법을 개발하였다.  

 

 

 

 

 
Fig. 2  Flow chart for development of POW analysis 

 

2.1.1 실험 장비 모델 간소화에 따른 영향 검토 

프로펠러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모형 시험은 Fig. 3에 도
시한 바와 같이 크게는 Cap, Shaft, Strut 등으로 이루어진 장비
에 프로펠러를 장착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
려하여 수치 모델링은 가능하나 격자계가 복잡해지는 등의 단점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이 프로펠러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모델링을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모델링 모습은 Fig. 4에 나타내었
다. 각 실험 장치의 영향은 Kt, Kq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실험 장비들이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미비하여, 모델링을 단순화 한 case0을 표준 모델링
으로 선정하였다.  

 

 
Fig. 3  Set up of experiment equipment 



 

 

 
Fig. 4 Comparison of modeling 

 

Table 1 Comparison of Kt,  Kq ratio 

구분 Kt Kq 

Case0 Base line 

Case1 100.0% 100.1% 

Case2 100.1% 100.2% 

Case3 100.1% 100.2% 

 

2.1.2 블록 격자 type 및 격자수에 따른 영향도 검토 

일반적으로 POW 해석은 격자 수 및 해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key-blade 1개에 대해 periodic 경계 조건을 주어 계산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자항 해석까지 고려할 시에는 전
체 프로펠러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 여기에
서는 전체 프로펠러 날개를 고려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일반적
으로 블록 격자 type은 크게 정렬 격자 블록과 비정렬 격자 블
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의 정도는 비정렬보다는 정렬이 우
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로펠러 모델링 특성상 정렬 격
자를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첫째, 정렬 블록 생성시 각 프로펠러 날개마다 블록을 생성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격자수가 날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4익 프로펠러를 예로 들면 약 300만개 정도의 격자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자항 해석에 도입할 시 많은 격자수로 인해 

실제 설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계산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둘째, Fig. 5에서와 같이 정렬 격자로 블록을 생성하기 위
해서는 프로펠러를 감싸는 disk의 c, d점과 프로펠러 tip 근처에
서 나오는 a, b점이 연결되어야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블록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Fig. 5의 우측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를 감싸는 disk의 외곽 영역에 skew가 크게 발생
하게 되며 프로펠러 익수가 증가할수록 그 경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항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interface 구
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a, b점을 프로펠러 날개의 어
느 위치에 잡느냐에 따라서도 a,b,c,d로 연결되는 도메인의 

topology가 변하게 되며 일관성 있는 격자 생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치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Fig. 5  Structure grid modeling 

 

 
(a) Thrust ratio(%) 

 
(b) Torque ratio(%) 

Fig. 6 Comparison of Thrust and Torque of structure grid 

 

Fig. 6은 a,b,c,d 점의 위치 변화로 발생하는 정렬 격자 블록
구성에 대한 추력과 토크를 비교한 예로서 격자 topology에 따
라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렬 격자 

블록 시스템은 프로펠러 형상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요구하는 평
가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표면 격자
는 정렬로 하되 블록은 비정렬로 구성을 하게 되면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펠러 Disk 상에 connector를 기존 e,f,g로 

연결되는 선을 직선 형태의 h선 하나로 최소화하여 단순하게 구
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ig. 7의 우측 그림과 같이 프로펠러
를 감싸는 외곽 Disk상의 격자 분포를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어 

격자의 형상에 의한 수치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정렬 블록으로 프로펠러를 생성 시 약 100

만개의 격자로 생성이 가능해 계산 소요시간 등에서 줄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Fig. 8은 비정렬 블록 구성에 대한 격자 분포 

변화에 따른 추력 및 토크를 비교한 예로서, 큰 변화가 없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
렬 블록을 표준안으로 선정하였다. 

 

  
Fig. 7  Unstructure grid modeling 

 

 
(a) Thrust ratio(%) 

 
(b) Torque ratio(%) 

Fig. 8 Comparison of Thrust and Torque of unstructure 

grid 

 

2.1.3 난류 모델에 따른 영향도 검토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RSM과 RKE 2가지 난류 모
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첫째, 2가지 모델 해석 결과가 차
이가 없다면, POW 해석에 대해서는 수치해석 비용이나 수렴성 

등에서 유리한 RKE 모델을 사용하기로 한다. 둘째, 2가지 모델 

해석 결과에서 차이가 난다면, 수치해석 비용이나 수렴성 등에서
는 불리하나, 자항 해석 시 사용하는 RSM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치해석상의 변수를 제거한다. 결과적으로, RSM 모델을 표준
안으로 선정하였다.  

 

2.1.4 POW 해석을 위한 표준방법 소개  

프로펠러 해석을 위한 격자 구성은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프로펠러를 감싸는 내부 디스크와 이 내부 디스크를 감싸는 

외부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디스크와 외부 디스크를 구
분하여 주는 이유는 자항 해석 시, 내부 디스크를 바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Table 2에는 POW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을 나타
내었다. 

 
Fig. 9  Grid system for propeller open water test 

 

Table 2  Numerical treatment for propeller open water test 

Governing equation RANS 

Time 
Steady(MRF) 

Unsteady(Moving mesh) 

Scheme 2nd order  

Turbulence model RSM 

Wall treatment Standard wall function 

Boundary conditions 

-Inflow, Side 

: Velocity inlet 

-Outflow : Pressure outlet 

-Propeller : Wall 

 

2.3 저항 해석법 개발 

난류 모델은 선체 표면의 점성 저항뿐만 아니라 선미 반류장
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Reynolds stresses 

model이 저항뿐만 아니라 선미 반류장 추정에 있어 정도 높은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류 

모델에 따른 영향도 검토는 배제하였으며, RSM 모델을 사용하
여 저항 해석 표준법을 개발하였다. 

  

2.3.1 격자계 구성  

자유 수면을 고려한 격자계 구성은 선종별로 최적화된 격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CFD 저항자항 해석
용 격자 자동화(최상규, 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최적화된 격자
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Fig. 10에는 생성된 격자 시스
템을 보여주고 있다.  

 

 



 

 

1) O-H type의 격자계 

: 경계조건 처리의 용이성 및 격자수의 절감  

2) 격자 영역(선체 길이 L로 무차원화 하였을 경우) 

- 선수 영역(2L)  

  : 선수 반사파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길게 설정 

- 바깥 영역(1L) 

  : Side 면에서 반사하는 wave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0.75배 이상으로 설정 

- 선미 영역(1L) 

  : Kelvin wave가 바깥 영역에 부딪히지 않고 Outlet  

경계면으로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게 설정 

3) 자유 수면 고려 

- 파장, 파고 당 격자 수 12~20개 사용 

 

 
Fig. 10  Computational domain 

 

2.3.2 설계 적용을 위한 기법 연구 

설계에 CFD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선
형 변화에 따른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 기법의 안정성과 더불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수치 해석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격자
의 질, 난류모델, VOF 기법, 이산화 처리 그리고 완화계수 설정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모델은 RSM을 표준으
로 사용하였고, 격자의 경우 자동화를 통해 표준화하여 격자에 

의한 영향도는 사전에 배제하였다. VOF 기법은 계산의 수렴성 

측면과 계산 시간 그리고 계산 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implicit을 사용하였다. 완화계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
을 고려한 계산임과 동시에 RSM을 함께 사용하기에 계산의 안
정성이 매우 불안하므로 계산의 시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의 

수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이산화 항들은 물리
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타당한 값들을 주는 범위에서 차수를 낮
추어 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비정상 상태의 유동을 해석할 경
우, 동일한 △t로 일정하게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해가 수렴하
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치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t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계산하였다.  

 

 

Table 3  Numerical treatment for resistance 

Governing equation RANS 

VOF Implicit 

Turbulence model RSM 

P-V coupling SIMPLEC 

P-Solver Presto 

Wall treatment Standard wall function 

Boundary conditions 

-Inflow : Velocity inlet 

-Outflow : Pressure outlet 

-Hull & rudder : Wall(No slip) 

-Top side : Symmetry 

- Side : Slip wall 

 

2.4 자항 해석법 개발 

자항 해석법은 저항 해석에 사용되는 동일한 격자와 수치기
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프로펠러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
여 직접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moving mesh 기법을 사용하
여 표준화하였다. 자항 해석의 경우, hull-rudder-propeller의 

interaction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선미부에 위치한 프로펠
러가 내는 추력 및 토크를 얼마나 잘 추정하느냐가 중요한 요
소이다.  

 

2.4.1 Trim & Sinkage 고려에 따른 회전축 방향 고려  

모형 시험시 선박이 항주하게 되면 trim & sinkage가 발생
하게 된다. 저속선의 경우, trim & sinkage의 영향도가 미비하
나, 고속선의 경우, trim & sinkage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 

저항 추정시 7~8%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il K. Subramani, 2000). Bae, J.H(2008)등에 의하면 저항, 

자항 수치해석 시 자세를 고려하였을 경우, 보다 정확한 성능
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치해석 시 trim & 

sinkage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trim & 

sinkage 적용 방법은 위의 Bae, J.H(2008)의 방법을 참고하
기 바란다. 이에 따라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moving 

mesh의 경우, Fig. 11에서와 같이 trim & sinkage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1,0,0)이었던 회전축이 trim & sinkage를 고려하
게 되면 바뀌게 되어  회전축을 (a,b,c)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a,b,c는 상수이다.  

 



 

 

 
Fig. 11  Example of rotation-axis direction 

 

2.4.2 프로펠러 회전 각에 따른 영향 검토  

Fig. 12, 13은 프로펠러의 회전각에 따른 추력 및 프로펠러 면
에서의 wake 분포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t에 따라 추력값이 수렴하는 범위가 다름을 볼 수 있
다. Wake 분포에서도 대각도 및 소각도로 회전시킬 경우, 분포
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회전각에 따라서 유
체력 및 분포가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격자 시스템에 적합한 

최적의 회전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격자 

시스템에서 회전각을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실
험과 비교하여 최적의 회전각을 도출하였다. 참고로, FLUENT 

社에서는 6도 이내의 회전각을 권장하고 있다. Fig. 14는 회전각
에 따른 추력, 토크 그리고 자항에서의 저항값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으로 회전각이 클수록 값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며, 회전
각이 약 2~3도 이내일 때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의 회전각은 표준화된 격자시스템
에서의 회전각으로 격자시스템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에 맞는 최
적의 회전각을 찾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Fig. 12  Comparison of Thrust  

 

  
(a) △t = 0.01           (b) △t = 0.001 

 

Fig. 13  Comparison of wake distribution  

 

 
(a) Thrust 

 
(b) Torque 

 
(c) Fd+Thrust 

Fig. 14  Comparison of T, Q, Fd+Thrust according to 

rotation angle  

 

2.5 Tecplot macro 개발 

Fluent를 통한 계산 결과의 후처리를 위한 전용 Tecplot 

macro를 개발하여 사용자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포맷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5는 제공되는 마크로
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15 Tecplot macro for post-process 

 

3. 적용 결과 
본 연구를 통한 해석법은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은 독립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Table 4  Analysis cases and computation time  

 Case Time 비고 

POW 6~7cases 1case : 1hr 8CPU  

Resistance 1case 4hr 
32CPU  

Self-propulsion 2cases 20hr 

 
Table 4에는 각각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해석 내용과 총 계산 

시간을 나타내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해석법을 Tanker 7척, 
LNGC 3척, Container 9척(Twin skeg 1척 포함)에 대해 적용하여 
성능을 추정하고 이를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비교 기준
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DHP 추정 에러율(CFD / EXP)로 하
였다.  

 

3.1 Tanker 선형 

Aframax, Suezmax 그리고 VLCC등에 대해 선형 및 추진기 

우열 비교 등을 포함한 총 7척의 Tanker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16은 Smax 1 및 VLCC 1에 대한 rps별 Fd, 

Thrust, Torque를 실험과 비교한 예로서, 실험의 경향 뿐 아니라, 

정량적으로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 Fig. 17은 선형 및 추진기 변
화에 따른 DHP ratio 비교로 상대적인 우열 비교가 가능함을 보
여 줄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고로,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의한 비교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 Hull form variation  : VLCC2 / VLCC1 

- Propeller variation : Smax2 / Smax1 

 

Fig. 18은 검토 대상인 총 7척의 Tanker에 대한 DHP 추정 에
러율을 나타내고 있다. 에러율이 1.5% 이내로 실제 선형을 설계
할 때 유용한 tool로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DHP 추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a) Smax 1                     (b) VLCC 1 

Fig. 16  Comparison of  T, Q, Fd according to rps 

 
Fig. 17  Comparison of  DHP ratio according to hullform 

and propeller 

 

 
Fig. 18  Comparison of DHP error ratio(%) 

 

3.2  LNGC 선형 

총 4척의 LNGC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과 비교하



 

 

였다.  Fig. 19는 LNGC 1 및 LNGC 3에 대한 rps별 Fd, Thrust, 

Torque를 실험과 비교한 예로서, Tanker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실험의 경향을 잘 따라가도 있다. Fig. 20은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따른 DHP ratio 비교로 상대적인 우열 비교가 가능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의한 비교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
다.  

- Hull form variation  : LNGC4 / LNGC3 

- Propeller variation : LNGC2 / LNGC  

 

Fig. 21은 총 4척의 LNGC에 대해 DHP 추정 에러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2% 이내로 잘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발
주 증가가 예상되는 LNGC 시장에 대비한 선형 설계에 도출된 

수치해석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 LNGC 1                     (b) LNGC 3 

Fig. 22  Comparison of  T, Q, Fd according to rps 

 

 
Fig. 23  Comparison of  DHP ratio according to hullform 

and propeller 

 

 
Fig. 24  Comparison of  DHP error ratio(%) 

 

3.3  Container 선형 

Twin skeg container를 포함하여 중형급, 대형/초대형급
Container 9척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과 비교하였다.  

Fig. 22는 Container 1 및 Container 2에 대한 rps별 Fd, 

Thrust, Torque를 실험과 비교한 예로서, 이전 Tanker 및 LNGC

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험의 경향을 잘 따라가고 있다. 또
한, Fig. 23에서와 같이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따른 우열 비교 

뿐만 아니라 정량적 경향도 잘 일치하고 있다. 참고로, 선형 및 

추진기 변화에 의한 비교는 아래의 정의를 따른다.  

- Hull form variation  : Container3 / Container1 

- Propeller variation : Container2 / Container1 

 

Fig. 24는 총 9척의 Container에 대해 DHP 추정 에러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2% 이내로 잘 추정하고 있다. 한편, Container 

선박이 초대형화되면서 Twin ske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Twin skeg의 경우, 설계 시 기존 단동선에 비해 

참고할 만한 database가 충분하지 않으며, 단동선에 비해 제작
상에서도 어려운 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Twin 

skeg에 대해서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해석법이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Container 8이 이에 해당한다. 

Fig. 24에서와 같이 실험대비 약 1%의 오차율을 보임으로써 

Twin skeg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win skeg의 경우, 프로펠러 회전 방향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데, Fig. 25에서와 같이 이러한 회전 방향에 따른 경향도 잘 

보여주고 있다.  

 

 

 

 



 

 

  

  

  
(a) Container 1                 (b) Container 2 

Fig. 22  Comparison of  T, Q, Fd of according to rps 

 

 

 
Fig. 23  Comparison of  DHP ratio according to hullform 

and propeller 

 

 
Fig. 24  Comparison of  DHP error ratio(%) according to 

rotation direction 

 

 
Fig. 25  Comparison of  DHP ratio(%)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저항 및 자항 해석을 위한 수치 해석법을 개

발하고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개발된 수치 기법의 정확
도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기 및 Tanker, LNGC, Container선에 대
한 POW 및 저항, 자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실험을 
통해 계측된 data와 비교하여 정성적 우열판단은 물론 정량적으
로 DHP 기준 2% 이내의 오차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되는 선형들의 설계시에 유용한 tool로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
료절감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능 평가에 본 
논문에서 개발된 수치해석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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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를 활용한 선박의 자항 성능 추정 방법 검토 
 

1 홍석진(TMS㈜), 2 박성우(TMS㈜) 
 

요 약 
 

Numerical simulation for the self propulsion was carried out using FLUENT, commercial 
CFD code, and the propeller code embedded in WAVIS. The double model flow was 
concerned for the 6,500TEU container and 160K tanker. The Effect of propeller rotation 
was applied to the moving grid scheme and body force in form of source term. The 
Interface module was developed for I/O data between FLUENT and propeller code. Self 
propulsion factors were computed using moving grid with application of the realizable k-e 
and body force method to compare realizable κ-ε with reynolds stress turbulent model. The 
wake on the propeller plane and the pressure field around an appendage are investigated 
also. The Computational results can be expected to ship resistance and self propuls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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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선형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성능으로는 저항성능, 

추진성능, 내항성능, 조종성능, 복원성능 등이 있다. 특히, 고유
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은 선박의 저항과 추진성능에 대한 관심
을 증대 시키고 있다. 또한 저항 및 추진성능은 선박의 속력과 
관계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수한 선
형은 저항성능뿐만 아니라 선체, 프로펠러, 타의 상호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진성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모형실험 
전에 추진성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추정방법의 확보가 필요하다.  

CFD를 이용하여 회전하는 프로펠러 주위의 유동해석과 선박
의 저항 과 추진성능을 모형실험 전에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지
속되고 있다. (Jin Kim et. al. 2005, K.-S.Min et al. 2008) 또한 
저항추진뿐만 아니라, 직접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고려한 러더 
설계(Je-jun Park et. al. 2007) 및 조종 성능 추정 연구 
(H.T.Kim, et. al. 2008)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조선소 및 연구소에서는 회전체 주위의 부가물 연구 및 
추진성능을 고려할 수 있는 자항 계산 방법을 개발하였고, 선형 
및 프로펠러 설계에서 자항 해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ving grid를 이용한 프로펠러 해석 방법과 
격자 생성 및 과다한 수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물체력 방법을 
비교하였다. 물체력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유동해석 상용 코드
인 FLUENT와 추진기 코드의 입출력 데이터 인터페이스 모듈을 
개발 하였다. 또한 난류모델에 따른 선체 반류 변화가 물체력 방
법을 이용한 자항계수 정성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유동 해석 모델 
물체력 방법 및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자항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사 실적선인 6,500TEU급 컨테이너선과 160K 
tanker등 고속선과 저속비대선 두 선종으로 자항 해석을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실험과 동일한 축적비를 가지는 대상 
선박을 모델링 하였으며 저항 및 자항 해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Ship and Propeller particulars 
 6,500TEU 160K Tanker 

Scale ratio 1/33.6 1/ 33.2 
LPP(M) 8.5327 7.9518 
B(M) 1.1905 1.4458 
T(M) 0.3571 0.4819 

PROPELLER 

BLADE 
6 4 

PROPELLER  

DIAMETER(M) 
0.25 0.25 

 
2.2 대상 선박 격자 구성 
격자 구성은 O-H 형태로 나선 저항, 물체력 방법 및 프로펠

러 자항 해석과 선체 부가물을 고려하기 위해 타를 모델링 하였
다.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들어갈 수 있게 프로펠러 공간은 선체
와 분리를 하였다. 계산 영역은 Fig. 1에서와 같이 -1.0≤x/Lpp≤2, -
1.0≤y/ Lpp ≤-1.0, -1.0≤z/ Lpp ≤0으로 구성하였다.  

 
Fig. 1 Numerical grid systems 

격자 수는 좌/우현의 영역 모두를 포함한 전체 공간 격자 수
는 약 120만개의 육면체 격자를 사용하였다. 현재 S/W 및 H/W 
발달로 자유수면의 해석이 어렵지는 않으나, 선형 및 프로펠러 
설계에 빠르게 응용하고자 자유 수면을 고려하지 않는 이중 모
형으로 자항 추정방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체 주위 표면 격
자는 선수 선미에 복잡한 유동이 일어나므로 격자를 조밀하게 
하였다. 6,500TEU의 선체, 프로펠러 및 타의 표면 격자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물체력 방법을 위한 자항해석용 격자(Fig. 3)는 
나선 저항 격자 Fig. 1으로부터 프로펠러 지름과 허브의 길이를 
포함한 크기만큼 영역을 분리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저항해석용 격자를 재 사용할 수 있어, 격자 생성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2 Grid systems around propeller and rudder 



 

 

 
Fig. 3 the separated zone form volume cells around a propeller  
 
2.3 수치해석 방법 및 경계 조건 
상용프로그램 FLUENT6.3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moving grid scheme으로 적용하였고, 흡입면과 압력면 등 프로
펠러 주위는 interface 처리하였다. 물체력 생성을 위한 추진기 
코드는 당사에 도입된 WAVIS2 의 자항해석용 추진기 코드를 사
용하였다. 자항 해석법은 ITTC 1978 방법을 이용하였다. 직접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이용한 수치해석은 자항성능 모형실험 절
차와 동일하게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바꾸면서 자항점을 찾았으
며, 추진기 단독 해석 결과로부터 자항점에서의 자항계수를 찾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Table 1 Numerical schemes and boundary conditions  
Item Application 

Pressure-velocity coupling SIMPLEC 
Turbulent Model RKE 

Wall function Standard wall function 
Discretization Pressure: Standard 

Momentum: 2nd order upwind 
Turbulence: 2nd order upwind 

Boundary Conditions Inlet: Velocity 
Top: Symmetry 

Outlet : Pressure outlet 
hull & blade : Non-slip  

 
2.4 프로펠러 단독 성능해석 
프로펠러의 단독 성능해석에 사용된 프로펠러의 표면 격자는 

코드길이방향으로 31개, 스팬 방향으로 41개를 격자를 분포시켰
다. 1개의 날개에 대해 약 10만개를 육면체 격자를 사용하였으
며, 6개의 공간격자로 구성하였다. 날개 수만큼(60o) x축 방향으
로 공간격자를 회전하여 날개마다 동일한 격자를 가지도록 하였
다. 추력과 토크, 단독 효율을 FLUENT, 추진기 코드와 프로펠
러 단독 효율 실험을 Fig. 4에서 각각 비교하였다. FLUENT와 추
진기 코드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는 단독 모형 실험보다 작게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진비가 0.1~0.7에서 추력은 실험
과 비교하여 약 -3%~-5%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토오크는 약 
-2% 내외로 추력보다 실험값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
접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양력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추진기코드

와 프로펠러 단독 성능해석은 J=0.7이상에서 실험과의 단독효율 
오차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J가 커질수록 토오크는 
단독 모형 실험보다 낮게 예측하며 점성을 고려한 프로펠러 날
개의 와류모사에 대한 수치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논문(H.T.Kim et al. 2008)에서와 같이 비슷한 오차를 보
여 프로펠러 단독 성능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4 POW performance compared with experiments and computations 

 
2.5 회전하는 프로펠러 자항 및 물체력 방법 수치해석 

프로펠러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MRF(Moving Reference 
Frame), moving grid scheme, 물체력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moving grid 방법과 물체력 
방법을 이용하여 선체 유동장 및 자항계수들을 비교하였다. 회
전하는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유동이 회전하는 날개마다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Fig. 5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회전하는 프로펠러
와 물체력방법을 이용한 두 방법에서 프로펠러의 회전효과가 잘 
나타내고 있으며 좌현보다 우현이 가속된 비대칭적인 유동장 형
태를 보여준다. Fig. 6 (a) 와 (b) 는 x/L=-0.01172(1/4st.)에서
의 축방향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속도분
포가 물체력을 이용한 속도분포보다 좌/우현의 비대칭 성이 우
수한 속도장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화전하는 프로펠러 수치 해
석 방법은 비정상상태의 프로펠러를 직접 회전시키는 방법이 효
과를 물체력을 이용한 프로펠러보다 선체와 프로펠러의 상호작
용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정상상태의 유동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한 프로펠러 및 타의 
유동장을 비교해보았다.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날개면에서 압력
과 프로펠러 후류에 의한 타의 몸통에 형성된 비대칭적인 압력
분포를 Fig. 7에서 보여주고 있다. Moving grid방법을 활용한 방
법은 선체 부가물에 대한 유동과 타 캐비테이션등 회전하는 프
로펠러 주위 유동해석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기 코드의 추력과 FLUENT에서의 물체력으로 내삽된 추
력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FLUENT의 내삽된 
물체력 결과는 추진기 코드보다 약 -2%정도 작게 내삽되었다. 
FLUENT와 추진기 코드 사이의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이 
두 코드 사이에서의 물리량이 내삽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물체력 방법을 이용한 자항 계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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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정리를 하였다. 추력 감소계수 모형실험대비 -1%이
내이며 반류계수는 4% 이내로 모형실험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항점은 모형실험대비 3%정도로써 물체력 방법보다 직
접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자항해석 방법이 잘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6,500TEU급과 논문 (Min et al. 2008)에
서의 6,800TEU 컨테이너선 자항계수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다. 
6,800TEU 컨테이너선의 추력 계수는 모형실험과 약 3% 차이가 
났으며, 반류계수는 약 8% 크게 계산 되었다. 직접 회전하는 프
로펠러와 물체력 방법의 자항해석이 모형실험과 비슷한 경향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타사의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일 보이고 있
어 수치 자항해석 방법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Results of the thrust coefficients adapted body 
force 
 1st 2nd 3rd 

body force 75.22945 79.3408 80.76055 
KT (Wavisprop.) 0.235946 0.220559 0.221286 

KT (Fluent) 0.232984754 0.216706242 0.217431285
diff. (%) -1.27 -1.7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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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at propeller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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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tating propeller (b) body force 

Fig. 6 comparison of axial velocity (at 1/4 station) 

     
(a) Starboard view (b) port view 

Fig. 7 Pressure contours around hull and propeller and rudder 
Table 3 Results of self propulsion factors for 6,500TEU 

 1-t 1-w η o η r J η D 

Exp.(w/ .s) 0.84
0 

0.75
7 

0.65
4 

1.01
1 

0.75
0 

0.72
9 

Body force 

(w/o f.s) 

0.84
6 

0.62
9 

0.59
4 

1.01
1 

0.64
7 

0.80
8 

Rotating propeller 

(w/o f.s) 
0.83

3 
0.78

9 
0.63

9 
0.98

5 
0.76

2 
0.66

5 
Min.et.al(exp.) 

6,800TEU CC 
0.82

3 
0.72

8 
0.64

4 
1.00

6 
0.71

1 
0.70

7 
Min.et.al (bdf) 

6,800TEU CC 

0.82
8 

0.70
5 

0.64
5 

1.05
3 

0.68
7 

0.76
3 

* w/o f.s(자유수면 無), w/ f.s (자유수면 有), bdf(body force), 

vis. (Viscous propeller) 

 

2.6 저속 비대선 자항추정 
앞서 회전하는 프로펠러와 물체력을 이용한 자항추정방법은 

RKE (Realizable κ-ε)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모형실험과 자항계수
를 비교하였다. RSM(Reynolds stress model)이 반류를 정확히 
예측이 가능하나, 격자의 품질 및 계산의 수렴성이 어렵기 때문
에 RKE 난류모델이 설계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속비
대선에서는 RSM 난류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선체에서 떨어지는 
박리점을 RKE 난류모델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벽면 근처 난류 
경계층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을 고
려하지 않은 이중모형 수치해석으로서 모형실험과 직접 비교하
기는 힘들지만, 저속비대선인 160K COT에 대해서 두 난류모델
들을 비교하고 물체력 방법을 이용한 P1프로펠러와 P2프로펠러
의 자항계수들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두 난류모델과 
모형실험의 반류는 Fig. 8과 9에서 비교를 하였다. RSM 난류모
델을 사용한 수치해석 결과가 저속구간에서 모형실험과 정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160K COT 자항계수를 모형실
험과 물체력을 이용한 자항 수치해석을 비교 하였다. P1프로펠
러와 P2프로펠러 사이의 추력감소계수는 RKE 난류 모델 및 
RSM 난류모델에서 동일한 값을 보여주어 상대비교하기는 힘든 
결과를 얻었다. 단독 효율 및 상대 회전 효율은 두 난류모델이 
비슷하나, RKE와 RSM 난류모델에서 P2프로펠러가 선체 효율이 



 

 

우수하여 P1프로펠러보다 준 추진효율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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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xial velocity contour on the propeller plane (T.M= 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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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ake distribution (T.M= RSM)  

Table 4 Results of self propulsion factors for 160K COT 
 1-t 1-w η o η r J η D 

M/T (P1) 0.797 0.601 0.619 1.007 0.477 0.712
Cal. (P1) 

RKE 0.857 0.541 0.543 0.983 0.401 0.845
Cal. (P2) 

RKE 0.857 0.526 0.537 0.983 0.398 0.861

M/T (P2) 0.773 0.600 0.612 0.999 0.470 0.693

Cal. (P1) 
RSM 0.859 0.501 0.521 0.983 0.381 0.878

Cal. (P2) 
RSM 0.859 0.491 0.518 0.982 0.380 0.892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수면을 고려하지 않은 이중모형에서의 회
전하는 프로펠러와 물체력 방법을 이용한 자항 해석을 수행하였
다. 물체력 방법은 격자 구성, 계산 속도, 수렴성 측면에서 장점
이 있는 반면에 선체 및 프로펠러와 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직접 회전하는 프로펠러 자항 해석은 
격자 구성이 매우 어려워 격자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을 필요로 한다. 많은 상선에 대해서 모형실험과 해석을 많이 비
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수치 자항실험의 구현으로 모형실험 
전 준 추진효율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프로펠러 효과를 
포함한 선미 유동장에 대한 정보 획득으로 보다 우수한 선미 선
형을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선체, 타 등에 
부착되는 연료저감을 위한 부가물의 연구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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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study, a systematic study is carried out for the parametric roll of two ships, 
particularly aiming the observation on the sensitivity of computational results to some 
parameters which can affect the analysis of parametric roll. The parameters to be 
considered are metacentric height(GM), simulation time window, and the descretization of 
wave spectrum. To this end,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 based on an impulse 
response function approach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parametric roll, numerical uncertainty in computational approche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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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라메트릭 롤(parametric roll)의 예측은 선박의 안정성 분야

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파라메트릭 롤이 발생하게 되면 
선박의 횡동요 운동이 급격하게 커지며, 이는 선박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IMO에서는 파라메트릭 롤을 
포함하는 선박의 동적 안정성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라메트릭 롤은 복원성 상실로 발생하는 대표적 비선형 현상
으로, 통상 횡동요 고유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는 입사파에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 Paulling과 Rosenberg (1959), Nayfeh 
(1988)는 복원력의 주기적 변화를 가정한 Mathieu equation을 
이용하여 파라메트릭 롤의 발생 특성을 연구하였다. Dunwoody 
(1989)는 메타센트릭 높이 GM의 변동을 스펙트럼 형태로 이용
하여 선박의 접수면(wetted surface)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였
다. 수치적 접근으로는, France 등(2003)과 Shin 등(2004)이 비
선형 랜킨패널법(Rankine panel method)을 이용하여 파라메트
릭 롤을 계산하였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Spanos와 
Papanikolaou (2007)는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어선의 파라
메트릭 롤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파라메트릭 롤에 관한 수치적 접근은 발생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주지만, 그 진폭에 관해서는 계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 이는 우선적으로 큰 운동에서 발
생하는 비선형 파랑 하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석 과정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특정 인자
의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메트릭 롤의 진폭을 수치적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확
실성을 야기하는 파라미터로 GM의 불확실성, 해석 시간길이
(time-window)의 시작시간 및 크기, 스펙트럼의 성분파 선택이 
고려되었다. 수치계산은 충격응답함수 접근법을 이용하였으며, 
2가지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을 통해서, 
관련 인자에 대한 파라메트릭 롤의 민감도를 고찰하였다.  

 

2. 배경 이론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해석은 Cummins(1962)에 의해 선박 

운동 해석에 도입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선형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restoring force)를 적용하여 비선형 선박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Ballard 등, 2003). 본 연구는 이에 기반하여, 
충격응답함수에 기법에 매 순간 비선형 Froude-Krylov 힘과 복
원력을 적용하였다.  

충격응답함수를 이용한 해석은 주파수 영역의 유체동역학적 
계수들을 시간 영역의 방사력(radiation force) 및 회절력
(diffraction force)으로 변환하여 이용한다. 선박 운동이 기인하
는 선형 방사력은 컨볼루션(convolution) 적분에 기반하여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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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F t M t R t dξ τ ξ τ τ∞= − − −∫&& &  (1) 
 
여기서 M∞ 는 무한주파수 부가 질량(infinite frequency 

added mass)이며, ( )R t 는 retardation function 으로 선형 시스
템의 충격응답함수에 대응되는 함수이다. 시간 영역 해법에 사
용되는 무한주파수 부가 질량과 retardation function은 유체동역
학적 계수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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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Froude-Krylov force와 복원력을 포함하여 시간영역에

서의 선박 운동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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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변은 비선형 Froude-Krylov force, 복원력, 회절

력, 외력(external force), 점성력(viscous force)로 구성되어 있다. 
파의 회절에 의한 힘은 주파수 영역의 해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복원력이 없는 운동의 경우 소프트 스프링(soft-spring)을 외력
으로 도입하여 복원력을 주었다. 상대적으로 점성의 영향이 큰 
횡동요에 대해서는  점성력 항을 추가 하였으며, 점성력 항은 등
가 선형 감쇠(equivalent linear dam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Himeno, 1981). 

 
_viscous equi viscousF b ξ= − &                                         (5) 

 
점성 감쇠 계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감쇠 계수는 
선형, 선박의 속력, 파의 주파수 등과 같은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수치적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선형 감
쇠 계수를 사용하였다. 
 

_ 2 ( )equi viscousb M M Cγ ∞= +                               (6) 
 
여기서 γ 는 임계 감쇠(critical damping) 계수에 대한 비율을 나
타내며, 일반적으로 0.05~0.1의 범위를 가진다. C는 복원력 계
수를 나타낸다.  

 
 
 
 



 

 

3. 수치 결과 및 토의 
 

3.1 수치 해석 모델 
 

수치계산을 위하여 파라메트릭 롤에 민감한 컨테이너선을 선
종으로 선택하였다. Figs. 1~2는 계산에 적용된 6500 TEU 컨테
이너선과 MARIN Model 8004-2 선형의 패널 모델의 예를 나타
낸 것이다. Table 1은 모델의 주요 치수를 보여준다. 

 
Fig. 1 Panel model of 6500 TEU container ship 

 
Fig. 2 Panel model of MARIN Model 8004-2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ship models 

Designation 6500 TEU 
container ship 

MARIN Model 
8004-2 

LBP (m) 286.30 262.00 
Beam (m) 40.30 40.00 
Draft (m) 13.13 12.86 
GM (m) 1.14 2.07 

Natural period (sec) 30.86 25.17 
Froude number 0.049 0.051 

 
3.2 GM의 불확실성 

 
GM은 파라메트릭 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선박, 실험에 사용되는 모형선, 수치계산
에 사용되는 모델의 GM은 그 값에 불확실성을 가진다. 실제 선
박의 경우 화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GM이 변하며, 
GM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의 불확실성을 가진다. 실험에 사
용되는 모형선의 경우 모형선의 제작, 질량 분포 등에서 GM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수치 계산에 사용되는 모델은 선형 모델
링에서의 차이, 질량 분포의 오차, 또는 사용자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GM은 불확실성을 가진다. 

수치 계산에서의 GM의 불확실성은, 그 값에 변화를 주는 것
으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calculatedGM GM GMδ= +                                    (7) 

 
여기서 GMδ 은 정확한 GM에 대한 변화 혹은 오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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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500 TEU contain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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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IN Model 8004-2 

Fig. 3 Stability diagram for GM variations on two container ships: 
A/L=0.01,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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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RIN Model 8004-2 

Fig. 4 Amplitude of roll motion on two container ships: 0GMδ = , 
A/L=0.01, Head sea 

 
Fig. 3은 파라메트릭 롤의 안정성 도해(stability diagram)와 횡

동요 크기의 등고선(contour)을 나타낸 것이다. X 축은 GM 값의 
변화량을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Y 축은 파의 조우 주파수
(encounter wave frequency)를 나타내었다. GM의 변화는 불안
정한 영역의 범위와 횡동요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선박의 횡동요 공진 주파수(resonance 
frequency)가 메타센트릭  높이 GM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Fig. 3에서 의미 있는 것은 
두 컨테이너선이 메타센트릭 높이의 변화에 대하여 다른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GM 변화가 없는 경우( 0GMδ = )의 횡동요 크기를 Fig. 4에 
나타내었다.  6500 TEU 컨테이너선의 경우 최대 횡동요는 불안
정한 영역 내에서 조우 주파수가 큰 경우에 발생하였다. 이 보다 
더 큰 주파수에서는 급격하게 횡동요가 감소하며, 결국 파라메
트릭 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는 해당 주파수 부근에서 파라
메트릭 롤을 관찰하는 경우, 작은 GM의 변화가 횡동요 진폭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횡동요 진폭을 계
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값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500 TEU 컨테이너선과 비교해서 MARIN 모델은 GM의 변
화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 이는 선형의 차이에 따라 파라메트릭 
롤의 발생 및 크기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6500 TEU 선형처럼 
GM의 변화에 파라메트릭 롤이 민감한 선형의 경우 수치 계산 
및 실험에서 GM의 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해
석은 파라메트릭 롤의 과도한 횡동요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정
보가 된다. 

 
3.3 Time-window에 의한 불확실성 

 
실제 해상에서 파라메트릭 롤을 관측하기 위해서 불규칙파에

서의 실험 및 수치 계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불규칙파에서의 

해석은 파라메트릭 롤의 비선형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적
(deterministic)인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신뢰도에 기반한 확률
적(stochastic)인 접근이 필요하다. 파라메트릭 롤의 확률적 접
근에서 도출되는 통계적인 특성 값은 해석에 쓰인 time-window, 
스펙트럼의 성분파, 성분파의 위상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Time-window에 따른 파라메트릭 롤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불규칙파에서 24시간(86400초)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24시간의 계산은 일반적인 계산이나 실험에서 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계산에 사용된 스펙트럼은 유의 파고(Hs)가 5.25m 
이고 modal period(Tp)가 12.5초 이다. Fig. 5은 불규칙 파에서 
계산한 파라메트릭 롤의 횡동요 예를 보여준다. Fig.5로 부터 어
떤 시간 영역에서는 횡동요의 크기가 40˚ 를 넘을 수 있고, 어
떤 시간 영역에서는 횡동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Roll motion in irregular waves: MARIN Model 8004-2,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Fig. 6은 1800 초 동안 같은 파 상태에서 파 위상을 달리하여 

계산한, 20 번 결과의 누적 분산(cumulative variance)을 나타낸 
것이다.  파(wave), 상하동요(heave), 종동요(pitch) 운동과 비교
해서 횡동요 운동은 분산 값이 수렴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e.g. Belenky 등, 2003), 1800 초 동안의 운동 결과는 횡동요의 
non-ergodic한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Fig. 7은 24시간 동안의 횡동요와 횡동요 진폭의 분산을 나타
내었다. 여기서 횡동요 진폭은 연속하는 최대와 최소 횡동요 진
폭 차이의 절반을 의미한다. 비록 수렴하는 범위가 좁지는 않지
만, 시간이 60000 초 이상이 되면 수렴된 분산의 범위를 얻을 
수 있다. 

Fig. 8은 서로 다른 time-winodw에 따라서 횡동요 진폭의 평
균과 분산을 나타낸 결과이다. 즉, 같은 파 상태에서 파의 위상
을 달리하여 계산한 20번의 결과를 다른 시간 간격(1800, 3600, 
7200, 14400, 43200, 86400 초)으로 나누어 평균과 분산을 구
한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time-window의 길이가 같다고 하
더라도, time-window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파라메트릭 롤의 non-ergodic 특성
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로, time-window가 해석의 중요한 불
확실성 인자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통계적 특성과 유사하게, 
time-window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time-window를 길



 

 

게 가져갈 수록 그 영향이 줄어든다.  
Time-window가 길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파의 위상 또는 

서로 다른 time-window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어야 time-window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Fig. 8(b)의 결과는 분산의 
평균이 time-window가 길어지면 어떤 값까지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계산 결과가 짧은 
time-window에서는 큰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시간적, 공간적 한계 때문에 1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time-window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치 계산 또
는 towing-tank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4 스펙트럼의 성분파 

 
수치 계산 및 실험에서 불규칙파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스펙트럼의 성분파를 중첩하는 것이다. 통상 100개 이상의 주파
수 성분을 포함할 경우, 주파수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이나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치 계산으로 얻은 결과는, 비록 스펙트럼이 같더라도 
성분파의 선택과 그 간격에 따라 파라메트릭 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스펙트럼을 120개의 
성분파로 이산화 하였다. 스펙트럼을 이산화할 때, 성분파를 다
르게 구성하여 2가지 시험 경우, Case A, Case B를 만들었다. 
특히, Case B의 경우에는 파라메트릭 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주파수를 포함하도록 스펙트럼을 이산화 하였다. 

Fig. 9-(a)는 유의파고가 5.25m이고 modal period가 12.5 초
인 ISSC 스펙트럼이며, Fig. 9-(b)는 0.45 ~ 0.55 rad/sec 부분
의 성분파를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은 같은 간격을 가지는 성
분파로 이산화 되었으며, 시작하는 성분파의 주파수를 약간 다
르게 하여 2가지 경우의 성분파를 만들었다. 2가지 경우에 대하

여, 파의 위상을 다르게 하여 각각 100번의 계산을 86400 초 
동안 수행하였다.   

Fig. 10은 2가지 경우에 대하여 파라메트릭 롤 진폭의 평균을 
확률밀도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은 계산 결과를 나타
낸 것이며, 점선은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계산 결과를 통해 Case A의 파라메트릭 롤의 진폭 
평균은 7.0 deg이며 Case B의 경우 9.7 deg라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횡동요의 고유 진동
수의 2배를 Fig. 9-(b)에 표시하였다. Case B의 성분파 중 하나
가 횡동요 고유 진동수의 2배에 더 가까운 반면, Case A의 경우 
횡동요 고유 진동수의 2배에 근접하는 성분파가 비교적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같은 스펙트럼을 사용하
더라도 횡동요 고유 진동수의 2배에 근접한 성분파를 포함하는 
경우 파라메트릭 롤의 진폭이 크게 예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펙트럼의 이산화 성분파가 불규칙파에서 파
라메트릭 롤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중요한 인자임을 의미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성분파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GM을 
-10% ~ 10% 의 범위내에서 변화시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
산에 사용된 성분파는 위의 계산에서 사용된 Case A와 같다. 
Fig. 11은 파라메트릭 롤 진폭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의 GMδ 에 대하여 다른 파 위상을 사용하여 20번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계산 시간은 24 시간이다. Fig. 11
에서 파라메트릭 롤 진폭의 평균과 분산의 평균이 GMδ 값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MARIN 
Model 8004-2의 경우 GM이 10%의 오차를 가지는 경우 파라
메트릭 롤 진폭 평균은 10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동일한 스펙트럼의 성분파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성
분파 분포를 달리할 경우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는 수치 계산뿐만 아니라 실험에서
도, 결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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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riance of wave                                                                (b) Variance of 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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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Variance of pitch                                                                   (d) Variance of roll 
Fig. 6 Cumulative variances of wave, heave, pitch, and roll: MARIN Model 8004-2,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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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riance of roll                                                               (b) Variance of roll amplitude 
Fig. 7 Cumulative variances of roll motion and amplitude: MARIN Model 8004-2,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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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an of roll amplitude                                                       (b) Variance of roll amplitude 
Fig. 8 Mean and variance of roll amplitude with respect to time-window (Time Window axis is log scale): MARIN Model 8004-2,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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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ave spectrum                                                                    (b) Wave components 
Fig. 9 Wave spectrum and wave components: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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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A                                                                              (b) Case B 
Fig. 10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roll motion in irregular wave: MARINE Model 8004-2,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istogram: computation, dot line: Gaussian distribution), Hea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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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ean of roll amplitude                                                        (b) Variance of roll amplitude 
Fig. 11 Mean and variance of roll amplitude with respect to GMδ : MARIN Model 8004-2, number of wave components = 120, Hs = 5.25 m, Tp=12.5 

sec, Head sea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계산 인자에 따른 파라메트릭 롤의 민감도와 
불확실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두 가지 컨테이너선 모델에 대하
여 수치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계산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 GM의 불확실성은 파라메트릭 롤 발생 기준과 그 크기에 
영향을 준다. 민감한 정도는 선박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다. 

•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롤의 통계적 수치는 time-
window에 매우 민감하다. 통계적 수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긴 계산 시간과 많은 수의 계산이 필요하다. 

• 파라메트릭 롤 진폭의 평균과 분산은 불규칙파의 주파수 성
분에 매우 민감하다. 불규칙파에서 파라메트릭 롤을 계산 또는 
실험하는 경우, 파 성분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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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을 통한 컨테이너 운반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특성 평가 

 
1 최주혁(현대중공업), 2 이현호(현대중공업), 3 정병훈(현대중공업)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수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4,500 TEU 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파라

메트릭 횡동요 운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선속, 조우주파수, 파고, 초기 횡경사 각도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파라메
트릭 횡동요 현상의 발생 유무를 살펴보았다. 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결과를 통해 횡동요 고유주파수와 입사파
의 조우주파수의 관계, 입사파의 파고, 초기 횡경사 각도가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을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임
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상관 관계를 차트로 정리하여 본 대상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 특성을 평가하였
다. 불규칙파 모형시험의 경우 수 주기에 걸친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복에 이를 정도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불규칙파 중에는 입사파의 파고와 주기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환경 요인에 의한 횡동
요 거동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횡동요와 종동요의 위상을 살펴 봄으로써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발생 
조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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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7월 IMO의 비손상 복원성 기준 (2008 IS CODE)이 

발효 됨에 따라서 파랑 중 동적 안정성 평가 필요성이 대두 되었
다.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2012년까지 마련 
될 계획이며, 이에 각 기관에서는 향후 선급 및 선주들의 관련 
요구에 대비하여 평가 기술의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동적 안정성 평가의 세부 내용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치해석 또는 모형시험을 통하여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른 평가 항목들에 비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평가 방법이 정립 되어가는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은 파랑 중 복원팔의 변화로 인해 대
진폭 횡동요를 유발되는 현상으로, 선박의 운항 중 선수파 혹은 
선미파 상황임에도 과도한 횡동요가 발생하였다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는 화물의 유실이나 설비의 파손, 운항 안전
도 저하, 승선감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에 대한 파라메트릭 횡동
요 평가 방안의 일환으로,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을 재현하고 대상선에 대한 운
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다양한 선속, 조우주파수, 파고, 초기 횡
경사 각도에 대한 모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파라
메트릭 횡동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요인을 살펴 보
았다. 

 

2. 모형선 및 모형시험장치 
 
모형시험은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의 선형 수조에서 수

행 되었다. 선형 수조는 길이 210m, 폭 14m, 깊이 6m이며 끝 
단의 조파기를 통해 목표 해상 상태를 구현한다. 대상선으로는 
4,500 TEU 컨테이너 운반선을 선정하였다. 모형선은 나무로 제
작 되었으며 실선 대비 1/47의 비율로 축소 제작 되었다. 

 
 
모형시험에 앞서 종방향의 중량 분포를 조절하여 길이 방향 

및 높이 방향의 무게중심과 관성반경을 실선 값과 유사하게 맞
추어 주었다. 본 시험은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모형선의 횡방향의 고유주기를 실선의 값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수 중에서의 횡동
요 자유감쇠 시험(free roll decay test)을 수행하여 횡동요 운동의 
고유주기를 계측하였다. 실선의 횡동요 관성반경 값을 비접수 
상태에서 0.383xB의 값으로 가정하였으며 부가저항으로 인하여 
관성이 10%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접수 중에서의 목표값을 
0.402xB로 하였다.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반복시험을 통해 
분포를 조절하였다. Table 1에 횡방향 중량 분포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Table 1 Summary of transverse weight distribution 
Quantity Roll natural 

period (sec) 
Roll radius 
of gyration 

(kxx/B) 
Target (dry) 33.86 0.383 

Model (wet) (+10% of inertia) 35.51 0.402 
Measured (wet) 34.97 0.397 

 
모형선은 예인 전차에 설치 된 구속 계측 시스템에 의해 예인 

되며 모형선의 무게중심의 상하동요, 종동요, 횡동요의 3자유도 
운동을 계측하였다. 변위 값 이외에도 상대파고, 가속도 등을 계
측하여 운동 특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 시스템 
및 모형선의 모습의 예로, 불규칙파 중에서의 모형시험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Parametric rolling test in irregular waves  

 
3. 모형시험 조건 

 
  모형시험은 전진속도 5, 10, 16 knots에 대하여 수행하였으

며 선수파 조건에서만 수행하였다. 규칙파 중의 모형시험을 통
해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을 재현하고, 현상이 쉽게 발생하는 
파 주기를 참고하여 이를 불규칙 파중의 시험으로 확장하는 방
법으로 모형시험을 계획하였다.  

파라메트릭 횡동요를 발생시키는 입사파의 주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에 앞서 정수 중에서
의 횡동요 감쇠 시험이 실시되었다. 전진 속도 0, 5, 10, 16 
knots에 대하여 수행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횡동요 고유 주기 및 
감쇠 계수를 추정하였다. 

 
 



 

 

3.1 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조건 
 
규칙파의 주기는 조우주파수가 횡동요 고유주파수의 약 2배

가 되도록 선택 되었다. 이는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할 수 있
는 주요 환경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횡동요 고유주파수는 횡동
요 감쇠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값을 찾아 과도한 횡동요 현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조금씩 파 주
기를 바꾸어가며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규칙파의 파고는 5m에서 10m 사이의 값을 다양하게 사용하
였으며, 이는 파라메트릭 공진을 발생시키는 파 강제력의 임계 
값과, 파 강제력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함이다. 규
칙파 중의 모형시험 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Regular wave conditions 

SV  (knots) H (m) T (m) eω (rad/s) 

5 5.0 

19.52 0.3491 
18.82 0.3631 
18.16 0.3773 
17.56 0.3915 
16.99 0.4058 
16.45 0.4201 
15.95 0.4346 
15.48 0.4491 

10 6.5~9.0 
19.89 0.3682 
18.86 0.3914 
18.21 0.4074 

16 5.0, 7.0 

20.82 0.3782 
20.52 0.3849 
20.23 0.3915 
19.95 0.3982 
19.33 0.4136 

 
 
 
 

3.2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조건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조건은 규칙파중의 모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되었다. 규칙파 중에서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
생한 파 주기를 불규칙 파의 모달 주기가 되도록 선택하였다. 파 
에너지를 모달 주기의 근처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불규칙 파를 
생성함에 있어 JONSWAP 스펙트럼(ITTC, 1984)을 사용하였다. 
Table 3에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본 모형시험에서는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모형
시험 모두에 있어 초기 횡경사를 인위적으로 가하였다. 초기 횡 
경사각의 크기를 약 3도에서 약 20도까지 다양하게 변화시킴으
로써 임계 값을 찾고, 그 영향을 살펴 보았다. 초기 횡경사를 가
함에 있어 순수하게 횡동요 모멘트만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LCG 선상의 좌현의 데크 위 부분을 눌러줌으로써 횡경사를 발
생시켰다. 

 
Table 3  Irregular wave conditions 

SV  (knots) SH (m) PT (m) eω  (rad/s) Gamma 
(JONSWAP)

5 7 17.56 0.3915 3.3 

10 
10 18.50 0.4001 3.3 
10 19.80 0.3701 3.3 
10 19.89 0.3682 3.3 

16 10 19.50 0.4093 3.3 
10 20.52 0.3849 3.3 

 

 
4. 결과 분석 및 고찰 

4.1 횡동요 감쇠 시험 결과 
 

네 가지 선속에 대한 정수 중의 횡동요 감쇠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선속에 대한 횡동요 고유 주기 및 감쇠 계수를 얻어 내었
다. 0 knots의 횡동요 계측 신호 및 피크 분석의 예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선속에 대한 횡동요 감쇠 계수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감쇠 계수는 선형 및 비선형 성분을 따로 계산하여 등가의 선형 
계수를 뽑아내는 Quadratic model과 피크치의 로그 감소의 평균
을 얻는 linear model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알려
진 바와 같이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 계수의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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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histories and peak analysis result of roll 
decay tests, 0 knots 
 

 
Fig. 3 Estimated roll damping for different ship 
speeds 

 
4.2 규칙파 모형시험 결과 

 

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결과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계측 신호를 각각의 속도 별로 Fig. 4~6
에 수록하였다. 가로 축은 계측 시간을, 세로축은 위로부터 파고, 
상하운동, 종동요, 횡동요를 의미한다. 모든 경우에 초기 횡경사
를 인위적으로 가하였다. 초기 횡경사 각도의 크기에 따라 파라
메트릭 횡동요의 발생 유무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도 
정도의 초기 횡경사를 가한 후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초기 횡경사 각을 조금씩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모형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선속이 5 knots, 파고 5.3m, 주파수 0.3459 rad/s의 
결과이다. 초기 횡경사 각도를 7도, 8도, 7도 순으로 가하였으며 
모든 경우에 횡동요가 가파르게 증폭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도 
근방에서 횡동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안전을 위하여 인위적
으로 증폭을 막았기 때문이다.  

Fig. 5는 선속이 10 knots, 파고 7.79m, 주파수 0.3332 rad/s
의 결과이다. 초기 횡경사 각이 6도 정도인 경우 횡동요가 증폭
하지 않았으나 10도 정도의 가진에서는 횡동요가 점차 증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0초 근방에서 인위적으로 롤의 증폭을 
막았으나 횡동요가 감쇠하지 않고 다시 증폭함을 확인하였다.  

Fig. 6은 선속 16 knots, 파고 7.45m, 주파수 0.3062rad/s의 
결과이다. 초기 횡경사 각이 6도와 12도인 경우 파라메트릭 횡
동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초기 횡경사 각이 19도인 경우 일정
한 각도의 횡동요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정수 중의 횡동요 감
쇠 계수를 참고하면, 선속16 knots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쇠 계
수를 가짐으로써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의 발생이 저속의 경우
보다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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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regular wave (Vs = 5 knots, H = 5.30 m, ω= 
0.3459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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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regular wave (Vs = 10 knots, H = 7.79 m, ω= 
0.3332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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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regular wave (Vs = 16 knots, H = 7.45 m, ω= 0.3062 rad/s) 
 
 
다양한 파고, 파 주기, 초기 횡경사각에 따른 파라메트릭 횡

동요의 발생 유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차트로 정
리하여 Fig.7~9에 나타 내었다. 세로축은 초기 횡경사 각을 의
미하며, 가로축 상단은 파 주기를 의미한다. 가로축 하단은 선박
의 횡동요 고유주파수와 조우주파수의 비를 나타내며, 0.5 근방
이 일반적으로 복원팔의 변화를 극대화 시켜 파라메트릭 횡동요
를 쉽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의상 횡동요 거동을 
‘불안정 (○)’, ‘서서히 감쇠 ( )’, ‘안정 (×)’의 세 가지로 분류하
여 표기하였다. ‘불안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라메트릭 횡
동요에 의해 횡동요 진폭이 증가하는 경우 및 일정한 진폭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서서히 감쇠’는 횡동요 진폭이 시간
의 경과에 감쇠는 하지만 매우 긴 시간 동안 횡동요가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머지 경우를 ‘안정’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체
로 짧은 시간 내에 횡동요 진폭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각 표식의 
측면의 숫자는 파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작용한 파 강제력
의 크기를 유추 할  수 있다.  

세 가지 차트 모두에서 ωnr/ωe= 0.5 근방에서 파라메트릭 횡동
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파라메트릭 횡동요
를 발생시키는 초기 횡경사 각의 최소 값은 5, 10, 16 knots에 
대하여 각각 4.85, 8.65, 14.43도이며, 최소 파고는 4.87, 5.62, 
7.45m 이다. 이는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초기 횡경사 각
과 파고가 있어야 파라메트릭 횡동요를 발생함을 의미한다. Fig. 
8에서 이와 관련한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파 주기 18.86에서 
파고 5.62m인 경우와 파고 7.68m인 경우를 비교하면, 약 9도
의 유사한 초기 횡경사 각도임에도 파고의 차이에 의해 ‘안정’에
서는 ‘불안정’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고가 
5.62m로 작은 경우임에도 초기 횡경사 각도를 13.59도로 증가
시킨 경우는 ‘불안정’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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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stability chart in regular waves (5 knots) 



 

 

17 18 19 20 21
Wave period, T (s)

0

10

20

30

In
iti

al
 h

ee
l a

ng
le

, φ
in

i (d
eg

)

Regular, 10 knots
Stable
Slowly decayed
Unstable

0.43 0.47 0.510.45 0.49 0.53
ωnr/ωe

5.62m

5.62m

6.44m

6.44m

7.66m

7.68m

7.79m

7.79m

8.81m9.05m

9.05m

9.05m

9.05m

9.05m

 
Fig. 8 Instability chart in regular waves (10 knots) 

 

19 19.5 20 20.5 21
Wave period, T (s)

0

10

20

30

In
iti

al
 h

ee
l a

ng
le

, φ
in

i (d
eg

)

Regular, 16 knots
Stable
Slowly decayed
Unstable

0.46 0.48 0.500.47 0.49 0.51
ωnr/ωe

5.31m

5.31m

5.31m

5.31m

5.31m

5.31m

5.31m

7.27m

7.27m

7.27m

7.27m

7.27m

7.29m

7.29m

7.29m

7.34m

7.34m
7.34m

7.34m

7.45m

7.45m

7.45m

7.54m

7.54m

7.54m

7.54m

 
Fig. 9 Instability chart in regular waves (16 knots) 

 
4.3 불규칙파 모형시험 결과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결과 중 파라메트릭 횡동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각각의 속도 별로 선별하였으며 입
사파 및 횡동요의 계측 신호를 Fig. 10~12에 나타내었다.  

불규칙파 중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횡동요가 유지되
는 경우는 없었으며 파라메트릭 횡동요의 거동이 입사파의 변화
에 좌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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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irregular waves (Vs = 5 knots, Hs =7 m, Tp= 
17.5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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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irregular waves (Vs = 10 knots, Hs =10 m, Tp= 
18.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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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irregular waves (Vs = 16 knots, Hs =10 m, Tp= 
19.5 s) 



 

 

불규칙파 중에는 입사파의 파고와 주기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
에 환경 요인에 의한 횡동요 거동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어
렵다. 따라서 횡동요와 종동요의 위상을 살펴 봄으로써 파라메
트릭 횡동요의 발생 조건을 정리하였다. 

Fig. 13은 선속 5 knots, 파고 7 m, 모달 주기 17.56 s의 계
측 신호를 나타낸다. 총 7회의 초기 횡경사 각을 주었으며, 이 
중에서 처음부터 세 번째에 대한 신호를 분석하여 Fig. 14~16에 
나타내었다. 횡동요가 양과 음의 최대 값을 가지는 경우 실선을, 
횡동요가 0인 경우 점선을 표시하여 종동요와의 위상 차이를 살
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횡경사 값이 양의 값인 경우 선박이 우
현으로 기우는 경우이며, 종동요 값이 양인 경우 선수가 물 속으
로 잠기는 경우이다. Fig. 17과 18을 살펴보면, 초기 횡경사를 
가한 이후에 횡동요 진폭이 2~3주기 가량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큰 값으로 4~5주기 가량 지속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동요가 양의 최대 값인 경우에 횡동요의 음과 양의 최대 값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Fig. 19에서 초기 횡경사 각도
가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횡동요가 서서히 감쇠하였는데, 이는 
횡동요와 종동요의 위상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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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easured time histories of parametric rolling 
test in irregular waves (Vs = 5 knots, Hs =7 m, Tp= 
17.56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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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Pitch-roll time histories in irregular waves (1st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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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itch-roll time histories in irregular waves (2nd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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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itch-roll time histories in irregular waves (3rd 
disturbanc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 및 불규칙파 중의 모형시험을 통하여 
횡동요 고유 주기 및 여러 환경 요인이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규칙파 중의 모형시험 결과를 통
해 횡동요 고유주파수와 입사파 조우주파수의 관계, 입사파의 
파고, 초기 횡경사 각도가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을 유발시키
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상관 관계를 차트로 정
리하여 본 대상선의 파라메트릭 횡동요 운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불규칙파 모형시험의 경우 수 주기에 걸친 파라메트릭 횡동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전복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횡동요와 종동요 신호의 위상을 살펴봄으로써 파라메트
릭 횡동요의 발생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본 모형시험에서는 구속 모형시험을 통해 전후 및 좌우동요 



 

 

등과의 연성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현상의 재현이 쉽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속 운동 시험 장치가 과도한 횡동요 감쇠
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유도의 구속을 최소화 시
킨 자유항주 모형시험을 이용한다면 보다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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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실험을 통한 슬래밍 하중에 한 탄성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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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ships are sailing with large motions in rough waves, the slamming phenomenon happens and their 

bow, bottom, and flare suffer from impulsive pressure loadings. The reinforcing of ship structures has been 

determined by the equivalent static pressure recommended in the rule book of classification societies to 

prevent structural damages. However, ship's damages due to slamming are still reported and it should be 

required that characteristics of impulsive pressure loadings be investigated more carefully to improve the 

design guidanc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elasticity on slamming loads are investigated by results from 

free drop tests of several wedges which are made of wood or steel.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론

  파고 파랑중 항해하는 선박은 슬래밍 현상을 동

반하게 되고 이는 선수와 선미 플레어에 충격 하중

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슬래

밍에 의한 충격압력을 고려한 구조설계의 중요성이 

두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슬래밍으로 발생하는 

충격압력의 최  값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등가의 정

적 압력을 구한 다음 구조 부재의 치수를 결정하였

다.(Kim et al. 2003a) 또한, 슬래밍에 관련된 많은 

실험 및 이론 연구에서는 최  충격압력을 정확히 

추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손상 정도는 최

 충격 압력뿐만 아니라 최  압력부의 지속시간에

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Cho and 

Seo 2009)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동일한 상황에서 낙하

시험을 하여도 충격압력의 크기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하자면 불확실성의 수준을 양적으로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래밍 동적 하중에 한 피 충격체

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탄성 영향에 해 알기 위

해 elastic wedge인 steel과 rigid wedge인 wood를 

사용하여 자유낙하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 장치와 장비
 

 본 실험은 울산 학교 해양공학광폭수조 Trimming 

Tank에서 실시되었다. Trimming Tank의 제원은 폭 

2,170mm 수심 1,000mm이다. Fig.1은 자유낙하실

험 장치에 강판 모형이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100mm부터 500mm 까지 100mm씩 증가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installed in 

a trimming tank 

 본 실험에 사용된 구조물은 Fig. 2와 같이 제작된 

rigid wedge인 wood와, Fig. 3과 같이 제작된 

elastic wedge인 steel 이 있으며, 각각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Wood wedge (deadrise angle 0°) 

  

 Fig. 3 Steel wedge 

Table 1 Dimensions of test models

 Wedge의 target dead rise angle은 0,3,10,20도 

이며, 실제 제작된 wedge의 dead rise angle은 

Table 2 와 같다.



Model

Items
111A26 (PCB)

Capacity[kPa] 3348

Low Freq. 

Response[Hz]
0.01

Natural Freq.[kHz] 400

Type Piezo Electronic

Diameter 5.54mm

Temperature Range -73~135 ˚C

Rated output 1.45mV/kPa

Model

Items

AS-5GB

(KYOWA)

SAH-2KMS

(SHOWA)

Capacity[G]  5 200

Freq. 

Respons[Hz]
 0 ~100 0 ~ 3000

Non-linearity ±1% RO ±1% RO

Hysteresis ±1% RO ±1% RO
Recommended 

Excitation 
Voltage[V]

1~3 3,4

Temperature 

Range
-15 ~ 60˚C -10 ~ 60˚C

Table 2 Target and measured dead rise 

angles 

 실험 모형을 낙하시키기 위해 Fig.4 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자석을 이용하였다. 이 전자석은 지름이 

80mm이고, 높이는 60mm이며, 최  지지력은 

330kgf이다. 

     

 

Fig. 4 Electromagnetic system

 

 자유낙하에서 측정된 물리량은 압력, 가속도 그리

고 스트레인이다. 모형의 바닥에 압력센서를 부착시

키기 위해 Fig.5 와 같이 소켓을 제작하였고 압력센

서와 가속도계 제원은 Tables 2~3 과 같다. 

   Fig. 5 Pressure gauge

Table 3 Dimensions of pressure gauge

Table 4 Dimensions of accelerometer

     

 각 센서의 부착 위치는 Figs.6 (a)~(b) 에서 보여

주고 있다. 붉은색인 P0~P7 은 압력센서의 위치이

며, A0~A3는 가속도계의 위치 그리고 주황색은 스

트레인 게이지 위치를 나타낸다.

 압력센서의 최  계측속도는 초당 20만개 까지 계

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Fig. 7과 같이 

sampling rate에 따라 압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하여 50kHz에서 200kHz까지 각각의 실험 조건에 

맞게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a) Locations of pressure, acceleation 

and strain sensors on 0deg wedge



 

Fig. 6(b) Locations of pressure, acceleation 

and strain sensors on 3,10,20 deg wedge

Fig. 7 Comparison between sampling rates 

10kHz and 200kHz

 데이터 계측은 Fig. 8 과 같은 National Instrument 

사의 NI PXI 4462,6251 그리고 스트레인을 계측하

기 위한 SCXI-1000을 이용하였고 모든 장비의 시간

을 동기화하였다.

      

 Fig. 8  Data Measurement System

3. 낙하 실험
 

 낙하 실험은 dead ride angle별로 동일한 높이에서 

각각 5회씩 반복 실시하였고 낙하 높이는 100mm 

~ 500m 까지 100mm 씩 증가하면서 실험을 진행

하였다. 탄성영역 안에서 거동하는 강판의 실험 조

건을 만족하기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값을 충격 전

과 후를 확인하면서 실험을 하였고, Tables1~2와 

같이 강판의 두께와 dead rise angle을 달리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전 후 강판의 변형은 ±0.5mm 안

으로 거의 변형이 없는 탄성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9 는 dead rise angle이 0°인 모형이 

높이 500mm 에서 낙하했을 때 계측된 속력의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낙하 높이가 500mm일 때의 

이론적인 입수속도는 3.13m/s이지만 실제 입수속도

는 3.01m/s로 4%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 오차는 

주로 볼베어링과 가이드 레일 사이의 마찰력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이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

다.

   

Fig. 9 Vertical velocity integrated from 

acceleration results.

4. 실험 결과 
 

 슬래밍 충격에 의한 압력의 이력은 Fig. 10 과 같

이 이상화될 수 있다(Lee et al. 1998). 수치해석 연

구 결과(Cho et al. 2009)에 의하면 긴 꼬리 부의 

압력 크기가 최 값에 육박하지 않으면 구조물의 손

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Fig. 10 Idealized impulsive pressure history

 

 낙하 높이가 500mm로 떨어질 때 계측된 압력과 

스트레인의 결과를 Figs. 11(a)~(e)에 나타내었고 

강판의 경우  충돌로 인한 압력이 발생한 이후 여러 

번의 피크(Peak)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

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압력결과는 Fig. 10과 같고 

처음에 발생하는 압력의 최  값 보다 다음에 발생

하는 압력들은 현저히 낮아지는데 본 연구의 강판 

결과는 두 번째 발생하는 압력이 처음 값과 거의 같

은 값을 보이고 있다.

  

Fig. 11(a)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3mm)

Fig. 11(b)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4mm)

Fig. 11(c)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mm)

Fig. 11(d)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6mm)

Fig. 11(e)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0° wood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0mm)

   

Fig. 12(a) Comparison of velocities for 

different  drop heights and thicknesses (dead 

rise angle = 0deg)



Fig. 12(b) Comparison of peak pressures for 

different drop height and thicknesses (dead 

rise angle 0deg)

 Fig. 12(c) Comparison of strains for different  

drop heights and thicknesses (dead rise angle 

0deg)

Fig. 12(a)에서 보듯이 높이 별 입수 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Figs. 11(a)~(d)로부터

는 판의 굽힘 탄성 변형이 순간적으로 여러 번 발생

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갇힌 공기의 영향에 의

한 것으로 추정한다. Air effect가 적을수록 그리고 

Figs. 12(b)~(c)와 같이 낙하 높이와 두께가 증가할

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스트레인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Figs. 13(a)~(d)와 Figs. 14(a)~(b) 로부터 낙하 

높이와 두께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높아지나, air 

effect가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rigid로 

가정한 나무보다 두께 5mm의 강판에서 큰 압력이 

계측되었다. 스트레인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ead rise angle 3도에서 

가장 큰 압력을 보였다.

Fig. 13(a)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3°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3mm)

Fig. 13(b)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3°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4mm)

Fig. 13(c)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3°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mm)

Fig. 13(d)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3° wood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0mm)



Fig. 14(a) Comparison of peak pressure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dead rise angle = 

3deg)

Fig. 14(b) Comparison of strain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 (dead rise angle = 3deg)

 Figs. 15(a)~(d) 를 분석한 결과 Figs. 16(a)~(b) 

와 같이 낙하 높이와 두께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높

아졌다. 3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igid로 가정한 나

무보다 두께 5mm의 강판에서 큰 압력이 나오는 것

을 확인했다. 스트레인 값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

소함을 보였으며, 나무의 경우 스트레인이 작아 10

도에서는 스트레인을 측정하지 않았다.

Fig. 15(a)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1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3mm)

Fig. 15(b)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1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4mm)

Fig. 15(c)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1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mm)

            

Fig. 15(d)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10° wood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0mm)

Fig. 16(a) Comparison of peak pressure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dead rise angle = 

10deg)



Fig. 16(b) Comparison of strain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dead rise angle = 10deg)

 Dead rise angle이 증가할수록 압력이 작아지는 것

을 확인했다. Figs. 17(a)~(d) 를 분석한 결과 Figs. 

18(a)~(b) 와 같이 낙하 높이와 두께가 증가할수록 

압력은 높아졌다. 3도, 10도와 같이 rigid로 가정한 

나무보다 두께 5mm의 강판에서 큰 압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스트레인은 두께가 증가할수록 감소

함을 보였다.

Fig. 17(a)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2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3mm)

Fig. 17(b)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2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4mm)

Fig. 17(c)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20° steel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mm)

           

Fig. 17(d) Measured histories of  pressure and 

strain of 20° wood wedge model (drop height 

= 500mm, thickness = 50mm)

Fig. 18(a) Comparison of peak pressure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dead rise angle = 

20deg)



Exp.[Hz] The.[Hz] Num.[Hz]

Mode 1 80.63 89.37 88.66

Fig. 18(b) Comparison of strain to the drop 

height and thickness(dead rise angle = 20deg)

강판의 고유주기계산

 

강판의 고유주기는  이론적 수치적 실험적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먼저 간단하게 공기 중에서의 판

의 고유주기는 간단한 식 (1)로 계산할 수 있

다.(Satyaranjan 2008)

 ×
 



 


 
 


 



   

    

   

 

 수치적 방법은 MSC Nastran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실험적 방법은 가속도 센서와 충격 망치를 

이용하였고 공기 중에서의 결과는  Table 5 와 Fig. 

19와 같고 실험에서 약 8Hz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

부구조물과 강판의 연결부가 완전하게 고정되지 못

해서 보다 작은 값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Natural frequency in the air

 

 공기 중에 비해 수면과 접촉되어 있을 때 부가적인 

물의 질량이 더해져 판의 고유 주기가 늘어나게 되

며 이는 식 (2)~(4)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

다.(Bartlett 2001, Joshua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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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 of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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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ower spectra of acceleration when 

the impact hammer hit the wedge of dead 

rise angle 0deg mounted on the slamming 

frame in the air

 수면과 닿아 있을 때 강판의 고유 주기 결과를 

Table 6 에 정리하였고 실험 결과 Fig. 20 과 이론 

결과는 3Hz 차이로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Exp.[Hz] The.[Hz]

Mode 1 39.38 36

Drop height[mm] NaturalFrequency[Hz]
100 35
300 32.5
500 32

Fig. 20 Power spectra of acceleration when 

the impact hammer hit the floating wedge of 

dead rise angle 0deg 

Table 6 Natural frequency on the water

 

 공기 중과 수면에서의 강판의 고유주기 계산을 하

였으며 낙하 높이를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고유주기 

변화를 확인하였고 낙하 높이를 100mm, 300mm, 

500mm 로 달리한 결과 정리는 Table 7에 나타내었

다. Fig. 2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낙하 높이가 증가

할수록 35Hz에서 32.5Hz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었고, 이는 충격에 의한 부가질량이 낙하 높이에 따

라 증가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Fig. 21 Power spectra of acceleration of 

wedges dropped from different drop heights

Table 7 Natural frequencies for different drop 

heights.

 Fig. 22 의 압력과 스트레인의 주파수 분석을 보면 

32.12Hz에서 압력과 스트레인의 peak 값을 볼 수 

있으며 앞에서 계산된 고유주기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구조물의 거동이 압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2 Frequency analysis results (Drop 

Height : 500m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0°, 3°, 10°, 20° 의 dead rise 

angle을 가지는 강판과 나무를 제작하여 자유낙하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얻은 압력 

값과 변형률을 낙하 높이와 두께에 따라 비교 분석 

하였고 계측된 압력과 변형률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낙하 높이와 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압력 값이 증

가하였고 변형률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

다. 나무를 제외한 강판의 경우는 두께에 따른 압력

과 변형률의 변화가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ad rise angle이 0도인 경우 air effect에 의한 

굽힘 탄성변형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압

력 피크가 계측되었다.

 즉, 충격과 동시에 생기는 양의 굽힘 변형 발생이 

후 음의 굽힘 변형이 발생하는 시간에 여러 피크 압

력이 발생하며, 두 번째 피크 이후 점점 작아지고 

음의 굽힘 변형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피크 압력

은 보이지 않았다. 

 이론적, 수치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강판의 고유주

파수를 구하였으며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결과에서 공기 중과 물과 접할 때의 판의 고유

주파수는 각각 80Hz, 39.38Hz이며, 낙하높이가 증

가할 때 생기는 강판의 고유주파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낙하 높이가 500mm일 때 32.5Hz 이다. 그리

고 압력과 스트레인의 주파수 분석 결과 32Hz에서 

peak 값이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조물의 탄성 거동과 압력이 서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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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develops a numerical 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code based on 
CFDShip-Iowa version 4, a general-purpose URANS/DES overset fluid solver, and the 
nonlinear FEM structure solver. The gluing method is applied to transfer the forces and 
displacements on non-matching grids for fluid and structure domains. The linear FEM 
solver is applied to deform the boundary layer grid with large deformation in the fluid 
domain. Deformation of an interior point in the boundary layer grid is obtained using linear 
interpolation. 
As the nonlinear deformation problem three sloshing tanks with an elastic bar clamped to 
its bottom or top are simulat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s and other numerical 
simulation (PFEM) results. The present simulation results show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s for bar deformation and free surface elevation. 

 
 
 
 

1. Introduction 
Formulations for FSI simul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Lagrangian (material), Eulerian (spatial), or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frameworks. The Lagrangian 
formulation describes convection by placing a set of axes over 
the material particles that move according to the equations of 
motion. In the Eulerian formulation, axes are fixed in space and 

convection terms are incorporated into equations describing 
the fluid transport. Therefore, structures are usually described 
by Lagrangian formulations, while fluids are usually described 
by Eulerian formulations. Coupling of these approaches is 
generally accomplished through the ALE formulation for the 
fluid domain and a Lagrangian formulation for the structure 
domain. On the other hand, some researchers use Lagrangian 
or Eulerian formulations exclusively for both fluid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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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The advantage of the Lagrangian formulation for both solids 

and fluids is in the capability to simulate breaking waves or 
separated drops without free surface modeling (Idelsohn et al., 
2006). Representative numerical methods include the 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SPH) and the particle finite element 
method (PFEM). These are particle methods that do not require 
numerical grids. The SPH is a numerical simulation method 
invented in the seventies (Gingold and Monaghan, 1977; Lucy, 
1977). It is an approximation of Monte Carlo’ s method for 
gas dynamics problems. It does not require specific treatment 
for the free surface. Time shift is not introduced into the fluid or 
solid dynamics calculation, since both media variables are 
updated simultaneously. Antoci et al. (2007), for example, 
studied a safety valve for pressure reduction where water 
pressure deformed an elastic plate. The PFEM uses shape 
functions introduced by the meshless finite element method to 
approximat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representing fluid 
motion. The PFEM provides a very efficient means to solve 
contact and free surface problems, simplifying FSI treatment 
(Idelsohn et al., 2006). Idelsohn et al. (2008a, 2008b) 
simulated interactions between elastic bar and free surface 
using the PFEM. The particle methods, on the other hand, are 
unable to resolve boundary layers and local flows. 

Numerical approach using the Eulerian formulation is not as 
popular as the Lagrangian or ALE formulation due to 
complexity involved in deriving structural numerical formulation 
in Eulerian framework. Dunne and Rannacher (2006) used a 
technique similar to the level set method and a mesh 
adaptation method to solve FSI problems in the Eulerian 
formulation. They showed results similar to the ALE formulation 
in their benchmark cylinder with elastic bar. 

A purely Lagrangian method for the kinematical description 
of the fluid domain is unable to conveniently treat strong 
distortions which often characterize flows of interest. On the 
other hand, if fluid motions were described in Eulerian 
coordinates, strong distortions could be handled with relative 
ease (Donea et al., 1982). Therefore, the ALE formulation is 
applied to model the governing equations for the fluid, while the 
Lagrangian formulation is applied to the equations for the 
structure domain.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is generally 
used for the structure solver, while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the finite volume method 
(FVM), or the FEM can serve as the fluid solver in the ALE 
formulation. 

In this research a numerical method based on the ALE 
formulation is developed. The method uses an unsteady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URANS) solver based on 

the FDM for the fluid solver and the FEM for structure solver. 
Non-matching grids between fluid and structure domains are 
associated using the gluing method. The fluid boundary layer 
grid deformation is obtained using a linear FEM structure solver 
for the outer boundary line and a linear interpolation function 
for the interior grid. For problems with small structural 
deformations, this method was verified in Paik et al. (2009). In 
this pare the method is applied to FSI problems with a nonlinear 
deformable structure interacting with free surface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and simulation results 
from Idelsohn et al. (2008b). 

 
2. Mathematical and Numerical Methods 

2.1 Fluid Solver 
Using transformation relations, the continuity and momentum 

equations in tensor form are writt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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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u , J , and k
jb  are the velocity components, the 

Jacobian, and the matrices of the transformation, respectively. 
The effective Reynolds number is defined as 

( )teff LU νν += /Re 0  with the turbulent eddy viscosity tν . 
The dimensionless piezometric pressure is defined as 

22
0 // FrzUpp abs += ρ  3/2k+ , where absp  is the 

absolute pressure. The Froude number is gLUFr /0= .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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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2

2
1 wvuk , and 

wvu ′′′ ,,  denote the velocity fluctuations in the three 
Cartesian coordinate directions. 0U  and L  are the reference 
velocity and length, respectively. A grid velocity term for moving 
or deforming grids is added to the convective term of Eq. (2) to 
express th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formulation. 

In this research a FDM-based CFD code, CFDShip-Iowa 
version 4 (Carrica et al., 2007a), is used as the fluid solver. 
CFDShip-Iowa is a general-purpose URANS/DES overset 
solver. It uses a blended εω −− kk /  model for turbulence; a 
single-phase level set approach to model the free surface; and 
dynamic overset grids to resolve large-amplitude motions 
(Carrica et al., 2007b). Full, six degrees of freedom (6-DOF), 
rigid-body motion computations with moving control surfaces 
and resolved or modeled propulsors are accommodated. 



 

 

Capabilities include the incorporation of incoming regular and 
irregular waves, autopilot, and maneuvering controllers (Carrica 
et al., 2008). CFDShip-Iowa has been validated against a 
variety of steady-state and dynamic problems (Carrica et al., 
2007a and 2007b; Sakamoto et al., 2008). 

2.2 Structure Solver 
The structural behavior is governed by the conservation of 

momentum: 
sσd +⋅∇=&&sρ     (3) 

where d&&  is the deformation acceleration, and σ  and s  are 
the Cauchy’ s stress tensor and  the body forces on the 
structure, respectively. sρ  denotes the density of the structure 
material.  

The equivalent weak form, derived from Eq. (3), for 
geometric nonlinearity is expres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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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Ŝ  is the second Piola– Kirchhoff stress tensor and ε̂  
is the Green– Lagrange strain tensor. The virtual displacement 
vector is defined as { }Twvu δδδδ ,,=d . The applied surface 
and body force vectors are denoted as q  and b , 
respectively. Superscript 0  describes force vectors, area, and 
volume in the initial configuration. 

Equation (4) is nonlinear in terms of displacements, and 
must be linearized to element tangent equations using the 
constitutive matrix for compressible neo-Hookean material 
(Bhatti 2006). Using the displacement increment vector, δ∆ , 
Eq. (4) is expressed as follows: 

( ) SIGCS FRδKKdM +=∆++&&    (5) 
where CK  is the current stiffness matrix; GK  is the 
geometric (or stress) stiffness matrix; IR  is the equivalent 
nodal load vector due to stresses in the currently known 
configuration; and SF  is the equivalent nodal load vector due 
to surface and body forces. 

From the general Newmark’ s expressions the equations of 
motion can be simplified using the displacement increment 
vector in the nonlinear subiteration, 1+∆ iδ , at 1+it  as follows: 

FδK ˆˆ 1 =∆ +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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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meters, β  and γ ,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ssumed variation of acceleration over the time step. For each 
nonlinear subiteration, the stiffness matrix and force vectors in 
the tangent element equations, Eq. (6), are updated until the 
displacement increment vector, 1+∆ iδ , converges. 

2.3 Interaction of Fluid and Structure Solvers 
To transfer forces and deformations onto non-matching 

grids for fluid and structure domains, the gluing method 
proposed by Maman and Farhat (1995) and Farhat et al. 
(1998) is applied. A detailed discussion on how this done can 
be found in Paik et al. (2009). 

The boundary layer grid is assumed as a fictitious elastic 
structure. Like the structure grid, it is solved using the FEM. The 
deformation of fluid boundary layer grid is governed by the 
conservation of momentum, as with the structure solver for 
large deformation problems: 

0sσ =+⋅∇ .    (9) 
The element equations are derived multiplying fictitious 

displacements and using the Green– Gauss theorem assuming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strains and displacements: 

0dKS =                  (10) 
where the force terms of right hand side are zero and SK  is 
the stiffness matrix. 

If movement of the entire boundary layer grid is calculated 
using the FEM method, computational expense may exceed 
that for the fluid and structure solvers. This research reduces 
this expense by computing only the outer boundaries of the 
boundary layer grid. Deformation at an arbitrary point inside the 
boundary layer grid is then obtained by linear interpolation 
along the grid line normal to the ship surface using distance 
fact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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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bsa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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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where ad , sd , and bd  are the displacement vectors at an 
arbitrary boundary layer grid point and points on the ship 
surface and the outer boundary, respectively. The girth length 
from the ship surface point to the arbitrary point inside the 
boundary layer grid and to the point on the outer boundary 
edge along the same grid line are respectively denoted by 
symbols al  and bl . A schematic sketch of the boundary layer 



 

 

grid deformation is illustrated in Fig. 1. 

 
Fig. 1 Schematic sketch of the mesh movement 

 
3. Simulation Design 

3.1 Simulation Set-Up 
The simulated geometries were two-dimensional rolling 

tanks with an elastic bar clamped to its bottom or top. The first 
case was a sloshing tank with an elastic bar clamped on the 
bottom of tank, which was immersed in sunflower oil. As 
shown in Fig. 2, the height and length of the tank were 344.5 
mm and 609.0 mm, respectively. The size of the bar was 57.4 
mm long and 4.0 mm wide. In the experiment the thicknesses 
of the tank and bar were 39.0 mm and 33.2 mm, respectively. 
There was a gap of 2.9 mm between the tank wall and bar. 
The material of the bar was a dielectric polyurethane resin. The 
density and Young’ s modulus of the bar were 1100 kg/m3 
and 6106×  Pa, respectively. The sunflower oil level filled in 
the tank was matched at the tip of the bar. The oil density and 
kinematic viscosity were 917 kg/m3 and 5105 −×  m2/s at 
23 °C, respectively. The variation of the rolling angle for the 
simulation is shown in Fig. 3. The maximum rolling angle of the 
tank was about 4 degrees. The reference point of rolling 
motion was the center of the tank bottom. 

 
Fig. 2 Sloshing tank with an elastic bar clamped on the bottom 

in shallow sunflower oil (Case 1) 

 
Fig. 3 Variation of the tank rolling angle for Case 1 

 
Fig. 4 Sloshing tank with an elastic bar clamped on the bottom 

in deep sunflower oil (Case 2) 
For the second case, an elastic bar with the length of 114.8 

mm was clamped on the bottom of the tank. The sunflower oil 
was filled to the tip of the bar.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bar and oil were as same as the first case. The 
configuration of the sloshing tank is illustrated in Fig. 4. The 
maximum rolling angle was about 4 degrees, but the frequency 
of the rolling was different from the first case as shown in Fig. 5. 

 
Fig. 5 Variation of the tank rolling angle for Case 2 

The last case had an elastic bar hanging on the top of the 
tank as shown in Fig. 6. The length of the bar was 287.1 mm. 
The material of the bar was a commercial neoprene rubber with 
the density of 1900 kg/m3 and the Young’ s modulus of 

6100.4 ×  Pa. The variation of the rolling angle for this case is 
shown in Fig. 7. The maximum rolling angle was about 2 
degrees, but it was asymmetric. The tank was filled with fresh 
water to the tip of the bar. 



 

 

 
Fig. 6 Sloshing tank with an elastic bar clamped at the top 

above shallow fresh water (Case 3) 

 
Fig. 7 Variation of the tank rolling angle for Case 3 

3.2 Grid System 
Overset grids for the fluid solver are shown in Fig. 8, which 

consist of a boundary layer grid and a background grid. The 
grid sizes used for Case 2 and Case 3 were 156k and 616k 
grid points for the boundary layer and background, respectively. 
For Case 1 134k and 531k grid points were used for the 
boundary layer and background. 

The bar was assumed as plane stress structure, so the gird 
for the structure solver was two-dimensional with concentrated 
point masses at the middle nodes as shown Fig. 9. 

 
Fig. 8 Overset grids of the fluid domain for Case 3 

 
Fig. 9 Structure grid and concentrated point masses for the 

elastic bar 
 

4. Results and Discussion 

4.1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rior to the simulation the developed linear and nonlinear 

structure solvers were validated through ANSYS version 12.0 
for Case 3 without fluid. The grid size for ANSYS and 
CFDShip-Iowa were 5289×  and 5300× , respectively. All 
simulations in air were performed without elastic damping, and 
the time step was 0.01 seconds. As shown in Fig. 10 both 
results for the nonlinear solvers showed very good agreement. 
The linear solvers had small discrepancy because ANSYS and 
CFDShip-Iowa used the full method and the modal 
superposition, respectively. The displacements of the linear 
solvers were 10 times larger than those of the nonlinear solvers, 
with unrealistic deformation elongating the bar. The phases 
were also very different. It showed that the linear solvers were 
not able to simulate the problems with geometrical nonlinearity. 
The displacement is defined here as the horizontal distance of 
the bar tip from the initial position in the coordinate fixed to the 
tank. Four different grid sizes were tested for the structure grid 
as shown in Fig. 11. With grid size 3200× , the solution nearly 
converged. Thus, the 3200×  grid size was used to simulate 
for Case2 and Case 3, while Case 1 used 3100×  grid size. 

 



 

 

 
Fig. 10 Comparison of the displacements at the bar tip using 

CFDShip-Iowa and ANSYS 

 
Fig. 11 Grid size test of the structure grid 

4.2 Numerical Results of Case 1 
Figure 12 shows the comparison of the horizontal 

displacement of the bar tip with experiment and simulation of 
Idelsohn et al. (2008b). Rayleigh damping coefficients of 

0.0=α  and 05.0=β  were applied in the present simulation. 
The simulation time step was 0.0002 seconds. A large time 
step would not converge when the deformation was 
accelerated, since the solution interacting between fluid and 
structure oscillated in an implicit coupling. The amplitude of the 
present simulation was larger than the experiment. The phase 
of the displacement, however, was very similar to the 
experiment. The maximum displacements at positive and 
negative directions were almost symmetric in the present 
simulation, while the maximum displacement at positive 
direction was larger than the other direction in the experiment 
and the other simulation even though the rolling angle was 
symmetric. 

The deformation of bar and the elevation of free surface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at 0.95 and 1.62 seconds in Fig. 
13. Pressure distribution is contoured in the simulation results. 
The present simulation showed that when the rolling angle 
increased the fluid overflowed and a bubble cavity was 
observed near the bar tip. The velocity of the overflow was 
much faster than other fluid flow, resulting in strong vorticity. 
Due to the velocity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overflow a vortex pair was created at the position where the 
overflow attached on the free surface. The bubble cavity 

disappeared through the free surface increasing when the 
rolling angle changed to the opposite direction. 

 
Fig. 12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bar tip for Case 1 

Fig. 13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for Case 1 at    
t = 0.95 and 1.62 seconds 

4.3 Numerical Results of Case 2 
The horizontal displacement of the tip i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and other simulation results in Fig. 14. The time 
step in the present simulation was 0.0002 seconds, and 
Rayleigh damping coefficients of 0.0=α  and 025.0=β  
were applied. The present simulation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 while the amplitude and phase were 
slightly different. The displacement amplitude of the present 
simulation increased with time, whereas that of the experiment 
did not change after 2.5 seconds. 

 
Fig. 14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bar tip for Case 2 

The bar deformation and free surface elevation are 



 

 

compared in Fig. 15. The displacement of the bar and the free 
surface elevation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 
The present simulation had rough free surface in all time steps 
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because the effect of surface 
tension was not implemented in the present simulation even 
though that of sunflower oil must be much larger than fresh 
water. The difference of the bar displacements was clear when 
the bar passed zero displacement position as shown at 2.23 
seconds. 

 

Fig. 15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for Case 2 at    
t = 1.69, 1.96, and 2.23 seconds 

4.4 Numerical Results of Case 3 
The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middle and tip of the bar 

for Case 3 are compared with experiments and PFEM results in 
Fig. 16 and 17. The time step in the present simulation varied 
automatically between 0.00045 seconds and 0.00035 
seconds according to the convergency of the implicit 
interaction between fluid and structure. Rayleigh damping 
coefficients were 0.0=α  and 025.0=β . 

In this simulation the impacts of free surface at the bar 
occurred at 1.95, 2.80, 3.64, 4.48, and 5.33 seconds, while 
the impacts were observed at 1.95, 2.74, 3.63, 4.46, and 
5.29 seconds in the experiment. The interval time of impact 
moments in the present simulation was fairly constant at about 
0.85 seconds, but that in the experiment varied from 0.79 to 
0.89 seconds. The peaks at the middle of the bar showed a 
time lag of about 0.05 seconds in this simul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experiment the peaks at the middle of bar were 
almost coincident with the peaks at the tip. The peak at 3.62 
seconds was larger than that at 4.32 seconds for the middle of 
the bar and vice versa for the tip of the bar, while the peak at 

3.69 seconds was smaller than that at 4.32 seconds for the 
middle of the bar showing a constant trend with the tip of the 
bar. It was suspected from these results that the elastic bar in 
the experiment might be stiffer than in the present simulation. 
Nevertheless, the displacements in this simulation tended to 
confirm trends in the experiment even though the amplitude of 
displacement was larger than the experiment. This was true at 
3.0 seconds, the first large deformation due to strong free 
surface impact. As a consequence, the peaks in this simulation 
at 3.46 and 3.64 seconds were much lower than in the 
experiment. 

 
Fig. 16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middle of the bar for 

Case 3 

 
Fig. 17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tip of the bar for Case 

3 

 
Fig. 18 Spectral analysis for the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middle of the bar for Case 3 



 

 

 
Fig. 19 Spectral analysis for the horizontal displacements at the 

tip of the bar for Case 3 
Comparisons of the spectral analysis for the displacements 

are illustrated in Fig. 18 and 19 for the middle and tip of the bar, 
respectively. Dominant peaks for the tip of the bar were 
observed at 0.67, 1.00, 1.33, 1.82, and 2.99 Hz in both the 
present simulation and experiment.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and third dominant peaks were at 1.34 Hz and 1.82 Hz 
in the simulation of Idelsohn et al. (2008b). The dominant 
peaks for the middle of the bar in the present simulation had 
only 0.01 Hz difference from those for the tip, and showed all 
the peaks presented in the experiment. However, the first 
peaks of the middle and tip of the bar in the present simulation 
were larger than the experiment, with the bigger difference at 
the tip. 

The deformation of bar and the elevation of free surface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in Fig. 20. In general this 
simulation agreed well with the experiment in the deformation 
and the free-surface elevation. However, the numerical 
simulation showed larger deformation at 3.55 and 3.69 
seconds, and wave propagation in the simulation was slightly 
faster than in the experiment at 3.69, and 3.89 seconds. 

 
5. Conclusions 

For the structure solver the nonlinear FEM structure solver 
was developed for FSI problems with large deformation. The 
structure solver was coupled with CFDShip-Iowa version 4 
based on the ALE formulation. The gluing method was applied 
to communicate the forces and displacements on non-
matching grids for fluid and structure domains. The outer 
boundary of the boundary layer grid in the fluid domain was 
deformed using the linear FEM solver to minimize deterioration 
of the grid quality, which could occur due to large deformations 
of the structure surface. Deformation of an interior point in the 
boundary layer grid was obtained using linear interpolation. 

 

Fig. 20 Comparison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for Case 3 at    
t = 3.29, 3.55, 3.69, and 3.89 seconds 

Three sloshing tanks with an elastic bar clamped to bottom 
or top were simulat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s to 
validate the FSI method developed for nonlinear problems with 
large deformations. Results were also compared with other 
numerical simulations using the PFEM. The present simulation 
results showed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s in 
the bar deformation and the free surface elevation, even 
though those had slightly larger amplitude of the bar 
deformation. The present simulation showed much better 
performance than the PFEM, especially, in the case interacting 
intricately with the free surface. 

As future work, the transfer of forces and displacements 
between fluid and structure domains and the structure solver 
need to be performed in multiple processors based on MPI as 
done in the fluid solver. The current capability for nonlinear 
structure solver, limited to two-dimensional problems, should 
be extended to three-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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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scale effect of the flow characteristics, resistance and propulsion performance on a 317k VLCC. The 
turbulent flows around a ship in both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are analyzed by solving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of 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 The computations are carried out in 
both model- and full-scale. A double-body model is applied for the treatment of free surface. An asymmetric body-force 
propeller is used. The speed performances including resistance and propulsion factors are obtained from two kinds of methods. 
One is to analyze the computational results in model scale through the revised ITTC’78 method. The other is directly to analyze the 
computational results in full scale. Based on the computational predictions, scale effects of the resistance and the self-
propulsion factors including form factor, thrust deduction fraction, effective wake fraction and various efficiencies are 
investigated. Scale effects of the streamline pattern, hull pressure and local flow characteristics including x-constant sections, 
propeller and center plane, and transom region are also investigated. This study presents a useful tool to hull-form and propeller 
designers, and towing-tank experimenters to take the scale effect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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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실선과 모형선 주위의 유동은 100배 이상의 레이놀즈수(Rn) 차

이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소위 scale effect 혹은 축척효과라고 
함). 축척효과의 대표적인 특성은 Rn 크기가 증가할수록 무차원화
된 선체 경계층의 두께가 감소하여 형상저항계수가 증가하고, 프
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유속이 증가하여 유효반류비(w)가 감소한
다. 이러한 축척효과에 대한 연구는 속도성능 추정 정도 향상과 
선형, 프로펠러 및 각종 부가물 설계에 필요하다. 1978년 ITTC 
위원회에서 채택된 모형선-실선 성능해석법(이하 ITTC'78방법)에
서는 형상계수(1+k), 추력감소계수(t), 상대회전효율(ηR)의 축척효
과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반류비의 축척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Sasajima 방법(1966)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회전체 후류의 경계층과 반류 이론을 이용하는 식으로 선형에 대
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더구나 최근 선형이 대형화 
됨에 따라 과거 선형과는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 방법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가물은 경계층 내부에 있으므
로 실선 scale에서의 유동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축척효과에 기인한 선체주위의 유동 변화를 조사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상사하고 축척비(λ)가 다른 모형
선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Dyne 1974, Tanaka et al. 1984, 
García-Gómez 2000, Choi et al. 2003, Jin et al. 2005, Kim et al. 
2007)이 있다. (1+k)는 프로이드 수(Fn)와 Rn의 함수이다. 본 연구
에서는 Fn에 대한 효과는 무시하였다. (1+k)는 Rn의 함수인 형상
저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축척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기하
학적으로 상사한 모형선의 실험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Rn(106<Rn<107)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선 Rn(109~1010)와는 차이가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만 아
니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CFD는 이러한 축척효과로부
터 자유로울 수 있다. 최근 수치해석 기법과 컴퓨터의 급속한 발
전으로 인하여 CFD를 이용한 실선 scale의 선체 주위 유동해석
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선체 단
독의 예인상태에서 수행한 것이고(Eca and Hoekstra 2001, Oh 
and Kang 1992, Choi et al. 2003) 프로펠러와 타가 부착된 자항
상태에서의 연구는 드문 편이다(Hänninen and Schweighofer 
2006). 

본 연구에서는 모형선과 실선의 Rn 차이에 기인한 저항과 추진
성능을 수치적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 검
토하였다. 모형시험은 예인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은 모형
선과 실선 scale의 Rn에 대해 예인과 자항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자유표면경계면은 대칭조건으로 처리하였다. 비대칭 물체력 프로
펠러 모형을 이용하여 자항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형선 
scale에서 계산된 결과는 ITTC’78방법을 사용하여 실선 성능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결과와 실선 scale에서 계산에서 추정된 결과
를 비교함으로써 축척효과를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수치해석에 
적용된 지배방정식과 수치해석 기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
다. 3장에서는 대상선, 계산조건 및 격자생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모형선과 실선 scale에서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저
항과 자항요소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5장에서
는 모형선과 실선 scale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격자생성은 

Gridgen(2003)을 사용하였으며 비점성유동과 점성유동 수치해석
은 MPUF-3A(Choi and Kinnas 2003)와 Fluent V6.3(2008)에 사
용자 정의함수(user-defined function)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계
산은 15개의 3.0GHz Xeon processors로 구성된 Linux Cluster를 
사용하였다. 저항과 자항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형선 scale에
서는 각각 5와 30시간이고, 실선 scale에서는 각각 40과 200시
간이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계산을 위하여 적용된 좌표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체 고정좌표계로써 유동 방향이 양(+)의 x축, 선박의 우현이 양
의 y축이며 중력의 반대방향이 양의 z축으로 하고 선박의 중심면
과 자유표면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하는 우수좌표계이다. 
 

 Fig. 1 Coordinate system 
 

2.1 지배방정식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식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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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i=(U,V,W)는 xi=(x,y,z) 방향의 유속이다. p, ρ, μ, 

liuuρ− , fbi는 정압, 유체밀도, 유체점성, Reynolds stress, 단위
체적당 물체력을 나타낸다. 

 

2.2 난류모형 
 

난류모형은 선체 주위의 유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주위의 유동의 정확한 추정에 적합하다고 알
려져 있는 Reynolds stress 난류모형을 사용하였다(Min et al. 

2002). Reynolds stress는 RANS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다음의 

편미분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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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ij는 Kronecker delta이다. Dij, Gij와 PS는 확산, 생성 및 



 

 

 

 

 

 

 

pressure strain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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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k(=0.09), C1(=1.9)과 C2(=0.6)는 난류 모형계수이다. k와 

ε은 난류에너지와 난류에너지소산율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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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ε(=0.07), Cε1(=1.44)과 Cε2(=1.92)는 난류 모형상수이다. 

2.3 물체력 분포기법 
 

축방향(fbx)과 접선방향(fbθ)의 물체력 분포는 다음 식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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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Q, RP, RH, I, J는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추력과 토오크, 

프로펠러와 hub의 반경, 그리고 축방향과 회전방향의 물체력 분
포함수를 나타낸다. Φ는 프로펠러 흡입면과 압력면의 T(혹은 Q)

의 차이를 나타낸다. 비대칭 물체력 프로펠러 계산을 위하여 

user-defined function을 작성하여 Fluent code에 적용하였다. 

 

2.4 수치해석기법 
 

계산 영역은 유한개의 작은 격자로 나누어지며 지배방정식은 

이산화 과정을 거쳐 대수방정식으로 변환된다. 공간이산화 처리
는 cell-centered 유한체적법을 사용하였다. 대류항은 

QUICK(Quadratic Upwind Interpolation for Convective 

Kinematics) scheme (Leonard and Mokhtari 1990)을, 확산항은 

중앙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속도-압력 연성은 SIMPLEC(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 Consistent) 

algorithm (Patankar and Spalding 1972)을 적용하였다. 

 
3. 대상선, 계산조건 및 격자생성 

 

3.1 계산 조건 
 

모형선과 실선 scale에서 예인 및 자항조건에서 계산을 수행하
였다. 유입경계면은 주어진 속도성분과 압력(operating pressure)

이 경계조건이 되는 속도입력(velocity inlet)조건을 적용하였다. 자
유표면경계면은 대칭조건을 적용하였다. 바깥경계면은 대칭조건
을, 출구경계면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속도와 압력을 구하는 

출구유량(outflow)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을 고
려하여 표준 벽함수(Launder and Spalding 1974)를 적용하였다. 

비대칭 물체력 프로펠러 모형을 이용하여 자항계산을 수행하였
다. λ는 45.00이고 설계속도(VS)에서 Fn=0.141, RnM=7.305×106, 

RnS=2.188×109이다. 여기서 Fn과 Rn은 VS와 LPP로 무차원화 된 

값이다.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이중모형 선박의 저항 및 추진성능은 

모형시험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4가지 경우의 계산이 필요하다(Choi et al. 2009). 

 

ㆍ Case 1 : 예인상태에서 점성저항(RV) 혹은 점성저항계수(CV)를 

구하기 위한 점성유동계산 

ㆍ Case 2 : 자항상태에서 점성저항(RVM
SP)을 구하기 위한 점성

유동계산 

ㆍ Case 3 : T와 Q를 구하기 위한 비정상 포텐셜 유동계산 

ㆍ Case 4 : 프로펠러 단독 특성곡선을 구하기 위한 프로펠러 단
독상태에서의 점성유동계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펠러 단독특성곡선
은 모형시험 결과를 이용하였다. 모형선 자세변화는 고려하지 않
았다. 타는 부가물이 아닌 추진장치로 생각하여 Case1의 저항계
산에서는 타와 프로펠러를 부착하지 않은 선체 단독상태에서 계
산을 수행한다. 그리고 ITTC’78 해석시에 빌지 키일과 수면상부 

구조물의 투영면적 및 선체 거칠기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3.2 격자생성 
 

격자생성은 Gridgen code를 사용하였으며 다중블록 정규격자
계로 구성하였다. 계산영역은 -1.00<x/LPP<1.50, -

1.00<y/LPP<1.00(예인조건: 0.00<y/LPP<1.00), -1.00<z/LPP<0.00

이다. 사용된 격자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1 Grid information of self-propulsion computation 
Rn  7.305×106 2.188×109 

Surface Hull 51,088 146,724 

grids Rudder 7,356 27,816 



 

 

 

 

 

 

 

No. of cells Total 4,603,760 21,884,680 

y+  93 420 

 

y+는 선체와 타 표면으로부터 첫 번째 격자높이를 벽좌표계로 

표시한 값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Fig. 2는 모형선 scale에서의 자
항계산에 사용된 선미부근의 격자생성 형태를 나타낸다. 

 

 

Fig. 2 Partial view of grid generation in model scale 
 
 
4. 저항, 자항요소 및 속도성능 추정방법 

모형선 scale의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선박의 속도성능 추정
은 모형시험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최정은 등(2009)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는 설명하지 않는다. 

실선 scale에서의 형상계수는 Case 1의 계산 결과로부터 식 

(13)을 이용하여 구한다. 

 

FS

VS
S C

Ck =+1  (13) 

 

아래첨자 S는 실선을 나타낸다. CVS는 이중모형 저항계산으로부
터 구한 전저항계수로써 점성저항계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CFS

는 ITTC-1957 모형선-실선 상관식에서 구한 마찰저항계수이다. 

Case 2와 Case 3의 반복 계산으로부터 RVS
SP, TS와 QS를 구한

다. 반복계산은 주어진 프로펠러 회전속도(nS)에서 추력계수(KTS) 

및 토오크계수(KQS)가 수렴할 때 가지 계속되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번 정도의 반복 계산으로 수렴 해를 얻을 수 있다. 

 

 

Fig. 3 Convergence history of thrust, torque and viscous resistance 
coefficient 
 

저항과 추력이 같은 비율로 모형선 scale에서 실선scale로 증
가한다고 가정하면 실선 scale에서의 추력을 식 (14)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M
MVM

SVS
S T

FDR
FDRT

−
−

=  (14) 

 

아래첨자 M은 모형선을 나타낸다. 실선 scale에서 예인력 크기
(FDS)는 실선 시운전상태에서는 영(0)이다. 모형선 scale에서의 

FDM 크기는 모형선과 실선 scale과의 마찰력 차이이다. 

nS와 QS의 값은 식 (14)에서 구해진 TS와 2개 이상의 nS에서 

구한 자항계산 결과로부터 내삽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리고 프
로펠러 회전속도 수정계수인 CNT(=1.05)를 도입하여 수정된 

nS(=CNTㆍnS)를 구한다. 

전달마력(PD)과 추진효율(ηD)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SSD QnP ⋅⋅= π2  (1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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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

P
=η   (16) 

 

여기서 PE(=RVSㆍVS)는 저항계산에서 구한 점성저항에 해당하는 

유효마력이다. 

t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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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와 ηR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TC’78방법으로 구한 

실선 scale의 프로펠러 단독 특성곡선을 이용한 추력일치법을 사
용하여 구한다. 

 



 

 

 

 

 

 

 

 

Fig. 4 Propeller open water characteristics curve in ful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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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는 프로펠러 전진계수이고 아래첨자 T는 단독상태를 나
타낸다. 

선체효율(ηH)과 프로펠러 단독효율(ηO)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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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토의 
 

선체주위의 국부유동 특성인 선체표면 유선형태, 압력계수분포, 

국부유속(선미 각 단면, 중앙단면에서의 선미 후류, 트랜섬 영역 

및 프로펠러 면)에 대한 축척효과를 먼저 조사하였다. ITTC’78방
법을 사용하여 구한 저항 및 자항 요소들을 실선 scale 계산에서 

추정한 값들과 비교함으로써 저항 및 자항요소에 대한 축척효과
를 조사하였다. 

 

5.1 한계유선 
 

Fig. 5는 모형선과 실선 scale에서 선체표면 한계유선형태를 

예인과 자항상태에서 비교한 그림이다. Fig. 6은 bubble type의 

유동박리가 발생하는 부분의 한계유선과 유동박리선을 나타낸 그
림이다. 

모형선 scale의 예인상태에서 선수부 유선 방향은 자유표면 주
위는 선체방향과 평행하나 선체하부에서는 하강유동이 있다. 선
미부의 상부에서는 상승유동이 있고 하부에서는 선미 벌브 중간
에 유선이 집중되어 유동박리선이 있는 free-vortex layer 형태의 

유동박리가 존재한다. 이 유동박리선을 중심으로 상부에서는 하

강유동이, 하부에서는 상승유동이 있다. 그리고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유동박리선 끝 부분인 선미 벌브 끝단에 1개의 

saddle point(S)와 1개의 nodal point(N)가 있는 bubble 형태의 

유동박리가 있다. 실선 scale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모형선 scale 결과보다 약간 위쪽에서 프로펠러 면에 유
동이 유입되고 nodal point가 회전(spiral)에서 집중(attachment) 

형태로 바뀌었다. 

자항상태에서도 저항상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예인
상태 결과보다 약간 위쪽에서 프로펠러 면에 유동이 유입되고 있
다. 모형선 scale에서는 선미 벌브 끝단에서 bubble type의 유동
박리는 발생하지 않으나 프로펠러 상부의 선미부에서 1개의 

saddle point(S)와 1/2개의 nodal point(N’)가 있는 bubble type

의 유동박리가 발생한다. 실선 scale에서는 선미 벌브 끝단 부분
과 타에서 bubble 형태의 유동박리가 발생한다. 

 

5.2 선체압력 
 

Fig. 7은 선체표면 압력계수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예인상태
인 경우, 선수부에서는 축척효과가 거의 없으나 선미부에서는 압
력이 빨리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자항상태인 경우, 프로펠러 효과
에 기인하여 예인상태와 비교하여 압력이 빨리 회복됨을 알 수 있
다. 프로펠러 상부 근처의 선미부에서 나타난 유동박리점(Fig. 6 

참조) 부근에서는 높은 압력계수와 압력구배가 나타난다. 

 

5.3 각 단면에서의 속도분포 
 

Fig. 8은 선미부 x-일정 단면에서의 축방향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선미부에서 자유표면과 단면 중심축으로 향하는 상승
유동이 있다. 이 2차유동은 단면이 없어지는 St. 0.0 부근에서 강
한 회전유동으로 되어 소위 빌지 보오텍스를 형성한다. 

실선 scale에서는 모형선 scale에서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무차원화된 경계층 두께가 훨씬 얇아지고 2차유동의 크기
도 작아짐을 알 수 있다. 

 

5.4 중심면에서의 축방향 속도분포 
 

Fig. 9는 선체중심단면에서의 축방향속도 분포이다. 축방향속
도는 실선 scale에서 빨라진다. 그리고 트랜섬 후방의 속도는 모
형선 scale에서는 유동이 역류하는 음(-)의 영역이 크나 실선 

scale에서는 상대적으로 음(-)의 영역이 적음을 알 수 있다. 

 

5.5 트랜섬 주위 유동 
 

Fig. 10은 트랜섬 선미 유동장의 유선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형선 scale에서는 선미 끝단에서 발생하는 유동박리 현상으로 

폭 방향과 깊이 방향으로 커다란 회전영역이 발생하고 

 



 

 

 

 

 

 

 

 

Fig. 5 Streamline patterns on the hull in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Fig. 6 Streamline patterns near separation points in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Fig. 7 Pressure coefficients on the hull in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x/LPP=0.534,0,0) 근처에서 좌우 유동이 합쳐져 갈라지는 S가 형
성되고 중심선을 따라 트랜섬 쪽으로 역류하여 트랜섬 중앙에 

half saddle point(S’)가 생성된다. 이 경우 트랜섬 양쪽 끝에서 발
생한 유동박리로 인하여 spiral 형태의 N가 양 쪽에 한 개씩 형성
되고 있다. 

실선 scale에서는 좀 더 복잡한 형상을 갖는다. 모형선 scale

과는 달리 회전영역은 존재하나 크기가 약하다. 모형선 scale에서
와 유사하게 (x/LPP=0.533,0,0) 근처에서 좌우 유동이 합쳐져 갈
라지는 S가 형성되고 중심선을 따라 트랜섬 쪽으로 역류하는 유
동은 트랜섬 중앙에 S’에서 발생하는 유동과 합쳐져 깊이 방향으
로 향하는 N가 (x/LPP=0.524,0,0)부근에서 생성된다. 이 경우 트
랜섬 양 끝 단에서는 N’이 형성된다. 

 



 

 

 

 

 

 

 

  

(a) Rn=7.305×106 

 
(b) Rn=2.188×109 

Fig. 8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at various sections in towing condition 
 

 

Fig. 9 Axial velocity at the wake centerplane in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트랜섬 후위에서는 깊이 방향으로 향하는 유동이 존재한다. 이 

경우 예인상태인 경우 트랜섬 맨 끝 부분에서 2개의 S’과 1개의 

N’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항상태인 경우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은 

하강유동이 있다. 

 

5.6 프로펠러면에서의 반류특성 
 

Fig. 11은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축방향 속도분포와 속도벡
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형선 scale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빌지 

보오텍스의 영향으로 프로펠러 1사분면에 축방향 속도 contour에 

섬모양의 ‘hook shape’과 같은 강한 회전유동이 나타난다. 이는 

저속비대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선 scale에
서는 유속이 빨라지고 회전유동의 중심이 좀 더 프로펠러 중심축

으로 이동한다. 프로펠러 면에 유입되는 유동의 유속이 빨라짐은 

Fig. 12에 나타난 축방향속도의 원주방향 평균값( xV )의 반경방향 

분포로부터도 알 수 있다. 모형선 scale에서는 0.7RP에서 축방향
속도 기울기가 커지나 실선 scale에서는 0.5RP에서 큰 속도기울
기가 크다. 

 

5.7 저항성능 
 

Table 4에 모형선과 실선 scale에서의 CV(성분 포함)와 식 
(13)을 이용하여 구한 (1+k)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여기서 아래
첨자 P와 F는 압력항과 마찰력항 성분을 의미한다. 실선 scale의 
CVP와 CVF는 모형선 scale에서의 값과 비교하여 성분별의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다. 실선 scale의 (1+k)는 모형선 scale의 값과 비



 

 

 

 

 

 

 

교하여 0.037(=1.292-1.255, 2.9%) 크다. 
 

 
(a) Rn=7.305×106 

 

(b) Rn=2.188×109 

Fig. 10 Streamline patterns at top(z=0) and center(y=0) plane behind 
transom in towing and self-propulsion conditions 
 

 

(a) Rn=7.305×106             (b) Rn=2.188×109 

Fig. 11 Axial velocity and velocity vector on the propeller plane 
 

 

Fig. 12 Radial distribution of circumferentially averaged axial velocity 
 

Table 2 Viscous resistance coefficient in towing condition 
Rn 7.305×106 2.188×109 

CVP×103 0.782 (19.7%) 0.367 (20.4%) 

CVF×103 3.198 (80.3%) 1.433 (79.6%) 

CV×103 3.980 (100%) 1.800 (100%) 

1+k 1.255 1.292 

 

5.8 추진성능 
 

ITTC’78방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nS=1.2rps에서의 선체와 타에 

작용하는 CV
P와 각 성분들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위첨

자 P는 자항상태를 의미한다. 모형선 scale에서는 프로펠러에 기
인한 CVM 증가량(=CVM

P-CVM)은 0.505×10-3이고, 이 중 압력성분 

증가량(CVPM
P-CVPM) 비율이 마찰저항 증가량(CVFM

P-CVFM) 비율보
다 크다. 실선 scale에서는 프로펠러에 기인한 CV증가량은 0.462

×10-3이고, 모형선 scale과 마찬가지로 압력성분 증가량 비율이 

마찰저항 증가량 비율보다 크다. 

 

 

 

 



 

 

 

 

 

 

 

Table 3 Viscous resistance in self-propulsion condition 
Rn 7.305×106 2.188×109 

n (rps) 7.217 1.200 

CVP
P×103 1.229 (27.4%) 0.759(34.1%) 

CVF
P×103 3.256 (72.6%) 1.467(65.9%) 

CV
P×103 4.485 (100%) 2.226(100%) 

 

자항점에서의 n, T와 Q값을 Table 6에 정리하였다. 실선 scale 

계산 결과 T는 61.0KN(2.9%), Q는 123.0KNㆍm(5.1%) 크게 추
정되고 있다. 이는 실선 scale 계산이 FD=0.0이 아닌 FD=-

137.3KN의 값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Table 4 Propeller rotative speed, thrust and torque at self-propulsion 
point 

Rn 7.305×106 2.188×109  

 Cal. ITTC’78 Cal. 

n (rps) 7.217 1.2003 1.1868 

T (N) 22.35 2.091×106 2.152×106 

Q (Nㆍm) 0.5537 2.408×106 2.531×106 

 

모형선 scale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ITTC’78방법으로 추정
된 자항요소 및 속도성능과 실선 scale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자항요소 및 속도성능을 Table 7에 정리 비교하였다. 

 

 
ITTC’78 

method 

Full scale 

cal. 

Diff.* 

(%) 

t 0.224 0.224 0.0 

wM 0.615 - - 

wS 0.418 0.455 -8.9 

ηH 1.333 1.424 -6.8 

JOS 0.409 0.387 5.4 

ηR 0.975 0.940 3.6 

ηO 0.550 0.527 4.2 

ηD 0.713 0.706 1.0 

nS (RPM) 72.02 71.21 1.1 

PD (HP) 24,700 25,676 -4.0 

100
)78'(

.) ()7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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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반류비 : ITTC’78방법에서는 식 (22)와 같이 wM을 포텐셜 

성분(wMP)과 마찰성분(wMF)으로 분리하고 wMP는 모형선과 실선 

scale에서 동일하고 wMF는 실선과 모형선의 CV 비율만큼 감소시
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k)의 축척효과는 무시한다
고 가정하였다. wS는 wM과 비교하여 0.197[=(wS-wM)ITTC’78 ]감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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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k)의 축척효과를 고려하
면 wS=0.452가 되어, 실선 scale 계산 결과로부터 추정된 값은 

0.455로 유사한 값을 갖는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가 지속됨에 따
라 (1+k)의 축척효과는 과거 선형과는 달리 무시할 수 없다. 따라
서 wM의 실선확장법에 (1+k)의 축척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포텐셜 유동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PE=(RV

ㆍVS)와 추진마력(PT=TㆍVA)은 같다. 따라서 유효반류비의 포텐셜 

성분(wP)은 추력감소계수의 포텐셜 성분(tP)과 같은 값을 갖는다
(즉 R/T=VA/VS or 1-tP=1-wP). 포텐셜 유동에서는 축척효과는 없
으므로 wSP=wMP=tP가 된다. t의 축척효과는 없다고 가정하였으므
로 t=tP이다. 따라서 wMP=t이다. 일반적으로 타는 선체와 프로펠러
에 의해 유기된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타에 의해 증가된 반
류비 값(ΔwS

rudder)을 ITTC’78방법에서는 0.04로 하고 대부분 포텐
셜 성분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여 축척효과를 무시한다(ΔwS

rudder =Δ
wM

rudder=0.04). 그러나 점성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형과 타 형상
효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ΔwS

rudder =ΔwM
rudder=0.04의 가

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로 선체 단독과 타를 부착한 선
박의 예인상태에 대한 점성유동 수치계산 결과에 의하면 식 (23)

으로 표현되는 타에 기인한 공칭반류비 증가량(=Δ
wNM

rudder=0.486-0.467)은 0.019이다. 

 

∫∫ −−−=∆
PP A P

Hx
A P

HRxrudder
NM dA

V
VdA

V
Vw )1()1(  (23) 

 

여기서 AP는 프로펠러 면을 나타내며 아래첨자 N은 공칭반류를, 

위첨자 H와 HR는 선체단독과 타를 부착한 선체의 예인상태를 표
시한다. 그리고 실선 scale에서는 ΔwNS

rudder=0.273-0.275=-

0.002로 ΔwN
rudder에는 축척효과가 있다. 

Fig. 13은 프로펠러 바로 앞 면에서의 전체속도에서 유기속도
를 뺀 유입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a) Rn=7.305×106 and nM=7.217rps      (b) Rn=2.188×109 and nM=1.200rps             (c) Difference 

Fig. 13 Axial velocity contour of effective wake at model and full scales, and their difference 
 

wM과 비교하여 wS가 감소하는 원인은 프로펠러 상반부의 유속증
가에 기인한다. 특히 우현 상반부에서의 속도 증가량이 상대적으
로 크다. 

- 선체효율 : ITTC’78방법에서는 wS에 (1+k)등의 축척효과를 고
려하지 않음으로 0.037 작게 추정되고 있는 결과로 인하여 ηH는 

0.091 작게 추정되고 있다. 

- 상대회전효율 : ITTC’78방법에서는 QO와 Q가 같은 비율로 모
형선 scale에서 실선scale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ηR의 축척효과
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Q는 프로펠러면 반류의 원주방향 분포에 

대한 함수이다. Fig. 11과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 scale

에서는 경계층 두께가 얇아져 상대적으로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프로펠러 하중이 증가하여 Table 6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Q는 

ITTC’78방법으로 추정한 값은 실선 scale에서 계산한 값보다 

123.0KNㆍm 작게 추정된다. 따라서 ITTC’78방법에서는 ηR이 

0.035 크게 추정된다. 

- 프로펠러 단독효율 : ITTC’78방법에서는 wS에 (1+k)등의 축척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0.037 작게 추정되고 nS는 0.81RPM 

크게 추정됨으로 인하여 JO가 실선 scale 계산 결과보다 0.022 

크게 추정된다. 따라서 ηO는 0.023 크게 추정된다. 

- 속도성능 : 앞에서 설명한 각종 효율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ITTC’78방법에서는 ηD가 0.007 크게 추정되어 PD는 976HP 작게 

추정된다. 

 
6. 결 론 

 

ㆍ 선체주위 유동특성에 대한 축척효과는 다음과 같다. 

- 선체표면 한계유선 형태, 선수부 압력분포 : 축척효과는 거의 

없음. 

- 선미부 압력분포 : 빠른 압력회복이 나타남. 

- 각 단면의 속도 및 프로펠러 반류 분포 : 경계층 두께가 얇아
져서 유속이 빨라짐. 2차유동의 크기가 작아지고 회전유동의 

중심축이 선체중심면으로 이동함. 

- 중앙단면 축방향 속도 : 증가함. 

- 트랜섬 유동 : 회전유동 세기가 약해짐. 

ㆍ ITTC’78방법으로 추정된 저항 및 자항요소를  실선 scale 계

산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형상계수 : 축척효과를 무시하고 있으나 실선 scale에서는 증
가함. 

- 추력감소계수 : 저항과 추력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여 축척효
과는 거의 없음. 

- 유효반류비 : 작게 추정되고 있으며 ITTC’78방법에서 사용하
고 있는 실선확장법은 현대 선형에 맞지 않음. 형상계수의 축
척효과와 타 영향을 고려한 수정된 실선확장법이 제안되어야 

함. 

- 선체효율 : 유효반류비를 작게 추정함으로 인하여 선체효율은 

작게 추정됨. 

- 상대회전효율 : 축척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추정됨. 

- 프로펠러 단독효율 : 유효반류비가 작게 추정됨으로 인하여 

프로펠러 전진계수가 크게 추정되어 프로펠러 단독효율은 크
게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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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체 표면의 Fouling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체 외판에 도장하는 TBT-SPC 방오 도료는 
우수한 방오 성능과 적용성으로 인하여 선박용 방오 도료 시장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TBT-SPC 도료에 함유된 유기 주석 계열 화합물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시킨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근래에는 대체 도료로서 유기 주석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은 Tin-Free SPC 방오 도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Tin-Free 
SPC 방오 도료도 기본적으로 독성 물질에 기반하여 방오 효과를 발휘하는 도료이므로 향후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방오 도료로 도막 표면의 부착력을 약화시켜서 선박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할 때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 전단력에 의해 선체 표면에 부착된 해양 생물체들을 떨어뜨려 방오 
효과를 얻고자 하는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개발되어 일부 선박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Tin-Free SPC 방오 도료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도장된 시편을 제작한 후에 해수 중에서 정적 침지 시험을 
수행하여 도료 종류와 침지 기간에 따른 Fouling 발생 시편을 확보하였다. 시편 별로 
Fouling 진전 상태를 비교하였으며 시편들을 평판 형상 플랫폼에 부착한 후 예인 실험을 
수행하여 Fouling 으로 인한 저항 증가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적용된 당사 실적선을 대상으로 인도 후 수행된 2 차례의 시운전 결과를 비교하여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적용 후 선체 표면에 발생한 Fouling 이 선박의 속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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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Fouling이란 해수 중에 노출된 인공 구조물의 표면에 해양 생

물체가 부착하여 군체를 이루며 성장하는 현상(Almeida, et al., 
2007)을 의미한다. 선박의 선체 표면에 Fouling이 발생하면 표
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 배수량 
형 선박은 전체 저항 중에서 마찰 저항 성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
기 때문에, Fouling이 심해지면 선박을 추진시키는데 소요되는 
마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속도 손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결과적
으로 연료 소모량의 증가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경
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Townsin, 2003) 

이러한 Fouling현상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선체 외판
에 방오 도료 (Anti-fouling paints)를 도장하여 방오 도막을 형성
시켜서 선체 표면을 보호하게 된다. 방오 도료들 중에서 1970년
대에 개발되어 보급된 TBT-SPC(Tri-Butyl-Tin Self-Polishing 
Copolymer) 방오 도료는 장시간 동안 우수한 방오 효과를 발휘
하고 도막의 물성이 우수하며, 재도장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
에, 20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 등록 선박의 약 75%에 적용될 정
도로 방오 도료 시장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유
기 주석 (Organotin) 화합물의 일종인 TBT가 생태계를 교란시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국 
2001년에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의하여 
TBT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이 발
효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TBT-SPC 방오 도료를 대체하기 위
한 방오 도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Candries, 2001) 

근래에는 선박 용 방오 도료로서 유기 주석 계열 화합물을 함
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TBT-SPC 도료와 마찬가지로 도막 내에 
함유된 독성 물질이 자기 마모 과정(Self-Polishing Process)에
서 용출되어 방오 효과를 발휘하는 Tin-Free SPC 계열 방오 도
료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도료도 여전히 독성 물질
에 기반을 두고 방오 효과를 발휘하므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일부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는 일반적으로 PDMS (Poly-Di-
Methyl-Siloxane)를 기저로 하는 Silicone 물질을 주성분으로 사
용하는데 이러한 Silicone 성분으로 도포된 표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표면 에너지 (Surface Energy)를 가지게 되어 Fouling을 
유발하는 해양 생물체들의 부착력이 약화되고, 도막에서 독성 
물질을 방출하여 방오 효과를 발휘하는 기존 도료와 달리, 선박
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할 때 선체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 전
단력에 의해 선체에 부착된 해양 생물체들이 떨어져 나가서 방
오 효과를 얻는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도
료라는 점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에 힘입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도료 제조사마다 자사의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제품이 우수한 방오 성능을 가지고 방오 효과도 장

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이 적용된 
선박들로부터 수집된 운항 데이터와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의뢰
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잠재적인 연료 절감 효과 및 
이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andries, 2001 & Westergaard, 2007) 하지만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는 기존 방오 도료에 비해 가격이 4~5배 
가량 비싸고 시공 중에 비산되는 분진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도장 공정 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박 기간 중에는 방
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Fouling 발생을 막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Tin-Free SPC 방오 도료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도장된 시편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수 중
에서 정적 침지 시험을 수행하여 Fouling이 발생한 도장 시편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Fouling 발생 시편들을 이용하여 도
료 종류 및 침지 기간에 따라 Fouling 발생 상태 및 진전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정적 침지 상태에서의 방오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확보된 시편들의 저항 계측 실험을 SSMB 예인수조에서 수행하
여 Fouling으로 인한 도장 면의 저항 증가량을 도료 종류 및 침
지 기간에 따라 비교하였다. 또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적용된 당사 실적선을 대상으로 인도 후 수행된 시운전 결과를 
분석하여 선체 표면에 발생한 Fouling이 선박의 속도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방오 도료 시편의 Fouling 진전 상태 
 

2.1 도료 시편의 정적 침지 시험 
 
도장 시편의 해수 중 침지 시험(Schultz, 2004)은 보통 도료 

제조사나 도료 관련 연구 기관에서 도료 개발 후 도료의 방식 또
는 방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당사는 별도의 침지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대학교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ASERC)의 부산 수영만 침지 
시험장을 활용하여 해수 중 도장 시편의 정적 침지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Fouling이 발생한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을 
확보하였다. 

대상 도료로는 Tin-Free SPC 방오 도료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가운데 대표적인 제품을 하나씩 선정한 후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을 제작하였다. 침지 시험 용 시편의 크기는 부산 수
영만 침지 시험장에 침지 가능한 최대 크기인 850 × 500 mm로 
결정하였으며 도료 종류 별로 시편을 2매씩 제작하여 침지 시험
을 수행하였다. Figure 1에 수영만 침지 시험장에 계류되어 있는 
침지 시험 용 Raft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Figure 2에는 제작된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을 침지시키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먼저 
침지 시험 용 Rack에 도장 시편들을 설치하고 침지 시험 용 
Raft 상의 해당 슬롯에 시편이 설치된 Rack을 침지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시편의 유실과 손상을 막기 위하여 침
지 시험용 Rack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시편 침지 작업을 완료하



 

 

였다.  
 

 

 
Fig. 1 Raft and slots for the static Immersion test of paint 
specimens 

 

    
 

 
Fig. 2 Immersion process of the specimens painted with anti-
fouling paints 
 

총 112일 (2010년 7월 22일 ~ 2010년 11월 10일) 동안의 
정적 침지 시험을 통하여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료 종
류 별로 42일 동안 침지된 시편과 112일 동안 침지된 시편들을 
확보하였다. Tin-Free SPC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 중에서 42일 
동안의 침지 시험을 거친 시편을 "SPC42"로 표시하였으며 112
일 동안의 침지 시험을 거친 시편을 "SPC112"로 표시하였다. 

또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의 경우에도 42일 
동안의 침지 시험을 거친 시편을 "FR42"로 표시하였으며 112일 
동안의 침지 시험을 거친 시편을 "FR112"로 표시하였다.  

 
Table 1 Names of fouled specimens according to immersion 
period and paints 

              Type of A.F. 
 

Immersion Period Tin-Free SPC Foul Release 

42 days SPC42 FR42 
112 days SPC112 FR112 
Immersion Period : 2010.07.22 ~ 2010.11.10 

  
2.2 Fouling 진전 상태 비교 

 
정적 침지 시험을 통하여 확보된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의 

Fouling 발생 상태를 도료 종류 및 침지 기간 별로 Figure 3과 4
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 SPC42 (Tin-Free SPC A.F., Immersed for 42 days) 

 
(b) SPC112: Tin-Free SPC A.F., Immersed for 112 days 

 Fig. 3 Comparison of fouled state of the specimens painted 
with Tin-free SPC anti-fouling paint 

 
먼저 Figure 3에 보인 "SPC42" 시편(Tin-Free SPC 방오 도

료, 42일 침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얇은 Slime Fouling의 발생이 
관측되었다. 또한, "SPC112" 시편(Tin-Free SPC 방오 도료, 
112일 침지)에서도 부분적으로 얇은 Slime Fouling이 관측되었
는데 그 밀도와 두께가 "SPC42" 시편과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하
였다.  

 



 

 

 
(a) FR42 (Foul Release A.F., Immersed for 42 days) 

 (b) FR112 (Foul Release A.F., Immersed for 112 days) 
Fig. 4 Comparison of fouled state of the specimens painted 
with Foul Release anti-fouling paint 

 
한편, Figure 4에 보인 "FR42" 시편(Foul Release 형 방오 도

료, 42일 침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얇은 Slime Fouling이 발
생하였으며 시편의 전 영역에서 직경 1mm 정도의 어린 따개비
들이 흰색 반점의 형태로 부착된 Animal Fouling 발생을 관측할 
수 있었다. "FR112"(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112일 침지) 시
편에서는 Slime Fouling과 함께 더욱 진전된 형태의 Animal 
Fouling이 발생하였다. "FR42" 시편에서 관측된 어린 따개비들
이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굴과 홍합 등에 의한 
Animal Fouling의 발생 모습도 관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발
생한 Fouling 층 위에 또 다른 Fouling 유발 생물체들이 부착된 
모습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수온, 일조량, 침지 수심, Fouling 유발 생물 종류와 같은 침
지 조건이 실제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항구나 안벽의 조건과 동
일할 수는 없지만,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의 Fouling 발생 상태를 
관측한 결과, 확실히 독성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이 독성 물질 함유 도료인 Tin-Free SPC 
방오 도료 도장 시편에 비하여 훨씬 진전된 형태로 Fouling이 발
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Fouling 발생 시편의 저항 증가 

 
3.1 도장 시편의 저항 계측 시스템 

 
Fouling으로 인한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의 저항 증가량을 계측

하기 위하여 Figure 5와 같은 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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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an experimental system to measure the 
resistance of paint specimens 

 
Figure 5에 보인 바와 같이 연직형 평판 형상 플랫폼의 후방 

수면 아래 부분에 마찰 저항을 계측하고자 하는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을 플랫폼 외판과 동일 평면 상에 부착하였다. 플랫폼 형상
으로 평판 형상을 채택함으로써 방오 도료 도장 시편 상으로 유
입되는 유입류의 교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평판 형상 플랫
폼의 수면 아래 후방에 설치되는 방오 도료 도장 시편 상으로 완
전히 발달된 난류 유동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평판 형상 플랫폼의 크기를 핸들링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대형
화할 필요가 있다. 예인 실험 속도 및 플랫폼과 계측 치구의 구
조 강도를 고려하여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연직형 평판 형
상 플랫폼의 주요 제원을 결정하였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test platform 

Dimension 

Length (m) 
Overall 4.0 

Parallel part 3.0 
Run / Entrance Part * 0.6 / 0.4 

Draught (m) 1.0 
Depth (m) 1.5 

Thickness (m) 0.085 
*  The run and entrance part have a parabolic water line 

shape.. 
 
 평판 형상 플랫폼의 전체 길이는 4 m이며 평행부의 길이는 

3 m이고 물 가름부(Entrance part)의 길이는 0.6 m, 물 모음부
(Run part)의 길이는 0.4 m로 하였다. 물 가름부와 물 모음부는 
수선면이 단순한 2차원 포물선 형태인 연직 주상체 형상으로 설
계하였다. 플랫폼의 두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교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 가름부의 길이는 가능한 한 길게 하고 플
랫폼의 두께는 가능한 한 얇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께가 지나
치게 얇으면 예인 실험 도중 정렬 오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양력
을 못 견디고 플랫폼이 폭 방향으로 꺾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및 예인 실험 용 설치 기구의 구조 강도를 고려하여 플랫
폼의 두께를 85 mm로 결정하였다. 한편, 플랫폼의 전체 깊이는 



 

 

시험 흘수를 1.0 m로 할 때 고속 예인 시 발생하는 파계에 의한 
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1.5 m로 결정하였다.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은 플랫폼의 외판과 동일 평면 상에 미소
한 간극을 가진 상태로 부착되고, 평판 형상 플랫폼 내부에는 시
편의 저항을 계측하기 위한 수몰형 국부력 계측 검력계를 설치
하여 방오 도료 도장 시편에 걸리는 저항 만을 분리하여 계측하
였다.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이 플랫폼 외판 표면과 동일 평면 상
에서 설치되므로 시편에 걸리는 저항 성분의 대부분은 마찰 저
항 성분에 해당할 것이다.  

 
3.2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의 저항 계측 

 
침지 시험을 통하여 확보된 시편들과 저항 계측 시스템을 이

용하여 SSMB 예인 수조에서 3.0 ~ 8.0 m/s의 속도로 예인 실
험을 수행함으로써 방오 도료 종류 및 침지 기간에 따라 Fouling
에 의한 저항 증가량을 조사하였다. 최대 예인 속도는 8.0 m/s
로서 이는 환산하면 약 15.6 노트에 해당하는 속도이며 선박 운
항 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도장된 선박의 외판에 부착
된 Fouling 유발 생물체들이 유체 전단력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
는 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속도로 판단된다. Figure 6에
는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을 부착한 후 8.0 m/s의 속도로 평판 형
상 플랫폼의 예인 실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 6 Towing test of the test platform at VTow = 8.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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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s of the test specimens 
 
방오 도료의 종류와 침지 기간 별로 Fouling에 의한 저항 증

가량을 조사하여 Figure 7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Fouling이 
발생한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의 저항을 계측한 결과, 매끄러운 
표면의 저항과 비교할 때 "SPC42"(Tin-Free SPC 방오 도료, 42
일 침지) 시편의 저항은 약 11% 증가하였으며 "SPC112"(Tin-
Free SPC 방오 도료, 112일 침지) 시편의 경우는 저항이 약 
25% 증가하였다.  

 

 
(a) Before towing tests 

 
(b) After towing tests 

Fig. 8 Comparison of fouled state of the specimens painted 
with Foul Release anti-fouling paint before and after the towing 
tests 

 
한편,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의 경우에는 예

인 실험이 수행된 순서를 저항 값과 함께 Figure 7에 표시하였다. 
예인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시편에 부착된 일부 해양 생물체들
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체 저항 증가량에 비하면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 저항 값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정 회
수 이상 예인하면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편 별로 수렴된 저
항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FR42"(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42일 침지) 시편의 저항은 매끄러운 표면의 저항과 
비교하여 약 35% 증가하였으며 "FR112"(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112일 침지) 시편의 저항은 무려 270% 정도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8에는 Fouling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FR112"(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112일 침지) 시편에 대하여 예인 실험 
전후의 Fouling 상태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험 전후 시
편의 모습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예인 실험 수행 후 일부 
Fouling 유발 생물체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대 약 15.6 노트의 속도로 예인 실험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효과적으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적선 시운전 결과 비교 

 
선주의 요청에 따라 당사 일부 실적선에는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적용된 바 있다. 진수 후 안벽 기간 중 발생하는 이
들 실적선의 Fouling 진전 상황을 수중 촬영을 통하여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를 진수 후 안벽 기간 별로 Figure 9에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a) After 33 days           (b) After 54 days 

  
(c) After 82 days           (d) After 109 days 

  
(e) After 145 days           (f) After 201 days 
Fig. 9 Development of fouling after launching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안벽 기간 경과 시간에 따라서 선

체 표면에 발생하는 Fouling 형태도 Slime Fouling에서 해조류 
Fouling으로, 결국에는 Animal Fouling으로 점차 진전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선박은 인도 후 2차례의 시운전을 수행하였는데 각각의 
시운전 조건을 Table 3에 요약하여 비교하였다. 2차례 시운전 모
두 Oman 만 앞 바다에서 수행되었으며 시운전 수행에 앞서 
Hull Cleaning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1차 시운전의 경우에는 
시운전 2.5개월 전에 잠수부들에 의한 Underwater cleaning 작
업이 수행되었으며, 시운전 직전 수행된 수중 촬영 결과에 따르
면 선체 표면의 약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눈으로 관측 가능할 
정도로 두꺼운 Slime Fouling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Slime 
Fouling에 의한 저항 증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해조류 Fouling
이나 기타 Animal Fouli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부분
이 아직 많이 있다. 일부 도료 제조사 기술 자료에서는 Slime 
Fouling이 선체 저항을 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기술되
어 있지만, Slime Fouling 만으로도 선체 저항이 10% 이상 증가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Townsin, 2003)도 다수 보고된 바 있

다. 한편, 2차 시운전에서는 시운전 수행 1주일 전에 대상 선박
을 Dry Dock에 입거시킨 후에 Hull Cleaning 작업을 수행하고 
도막 손상 부위를 보수함으로써 가능한 한 선체 표면 조건이 
Clean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sea trial conditions 

Item 1st Trial 2nd Trial Remark 
Vessel LNGC LNGC Identical 

hull form 
Trial Area Oman Sea Oman Sea Identical 

Area 
Weather Fine BF3  

Hull 
Cleaning 

Underwater cleaning 
Before 2.5 months 

Cleaning in dry dock & 
Damage Repair 
before a week 

 

Surface 
Condition 60% Slime Clean  
 

Table 4 Comparison of sea trial results 
Item 1st Trial 2nd Trial Remark 

Speed Base +0.72 knots  
RPM Base +1.5%  

 
Table 3의 시운전 조건 하에서 수행된 2차례의 시운전 결과

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속도 성능의 경우에는 2차 
시운전에서 1차 시운전 대비 약 0.7 노트 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었으며 프로펠러 RPM도 1차 시운전 대비 약 1.5% Light해 짐
을 확인하였다. 이는 Slime Fouling만으로도 매우 큰 선박의 저
항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Tin-Free SPC 방오 도료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도
장된 시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수 중에서 정적 침지 시험
을 수행한 후 도료 종류 및 침지 기간 별로 Fouling이 발생한 방
오 도료 도장 시편들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시편들을 이용하여 
방오 도료 종류와 침지 기간에 따른 Fouling 진전 상태를 비교하
였으며 SSMB 예인수조에서 각각의 시편에 대한 저항 계측 실험
을 수행함으로써 Fouling으로 인한 저항 증가량을 비교하였다.   

Fouling 진전 상태를 관측한 결과 확실히 독성 물질이 함유된 
Tin-Free SPC 방오 도료 도장 시편에 비하여 독성 물질을 함유
되지 않은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시편에서 훨씬 진전된 형
태의 Fouling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침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오 도료 도장 시편들의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료 종류에 따라서는 Foul Release 형 방
오 도료 도장 시편의 저항이 Tin-Free SPC 방오 도료 시편에 비



 

 

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 도장 시편의 경우 예인 실험(최대 예인 속도 8.0 
m/s ≒ 15.6 노트)을 진행함에 따라 시편 표면에 부착된 일
부 해양 생물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양은 미소하였다.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가 적용된 당사 실적선을 대상으로 
로 진수 후 안벽 기간 중의 Fouling 진전 상태를 조사하였다. 방
오 도료 도장 시편에 대한 정적 침지 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안
벽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Animal Fouling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선박에 대한 2차례의 시운전 결
과로부터 Slime Fouling만으로도 선체 저항이 크게 증가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는 선
박이 장기 간 항구에 정박하거나 안벽에 계류되어 있을 경우 
Tin-Free SPC 방오 도료에 비해 해수 중에 잠긴 선체 외판에 발
생하는 Fouling이 Animal Fouling 형태로까지 진전될 수 있으며, 
Fouling 유발 해양 생물체들이 부착되어 일단 성체로 성장한 경
우에는 선박이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부착된 해양 생물체들이 제
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아 초기 도장면의 저항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큰 폭의 저항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Foul Release 형 방오 도료를 도장한 선박이 항구나 안벽
에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될 경우에는 저항 증가로 인한 속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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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y researches were done on the flow field analysis around two adjacent cylinders. A lot of applications can be found in 
many fields, such as, mechanical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wind engineering, and ocean engineering. This research 
aims at the ocean engineering applications. Most of the ocean structures are consisted of cylindrical bodies. Thu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is very important phenomenon  to be analyzed.

Zdravkovich (1985) published a paper concerning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wo adjacent cylinders, in side by side and 
tandem arrangements. His research was done in the wind tunnel. He presented the sketch of the classification of flow regimes. In 
this study the velocity vector fields were obtained by using the particle image velocimetry. The details of the velocity field 
information were obtained. The experiment was done in the 2D wave flume. The flow fields were visualized by using laser beam 
sheet first. Then the high speed camera recorded the flow fields. The results are transferred to the computer. Noise reduction was 
done on the input frames of images. After labelling of traces, the center of gravity were calculated. Then the particle identification 
was done by two frame method. Finally, the flow fields were obtained.

In this paper we attempt to find out the difference phenomenon for wave existence or non-existence in the flow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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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접한 두 원주들 주위의 유동장 해석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계 공학, 항공우주 공학, 풍력학 그리고 
특히 해양 공학과 같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대
부분의 해양 구조물은 실린더 형태의 다수 부재로 구성되어져 있
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유동장 해석은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인접한 두 원주의 상호 간섭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Zdravkovich(1985)의 것을 들 수 있다. 두 원주가 흐름에 평행한 
경우와 수직으로 배열한 경우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들에 관한 논
문을 썼다. 그의 연구는 풍동에서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간격과 
배치방법들의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
표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는 각 영역별로 특이한 흐름의 형태로 
분류하여 흐름의 형태를 대략적인 스케치로 나타내었다. 이 연구
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하여 회류수조에서 PIV를 이용한 연
구도 수행되었다(Park, 1996).

본 연구를 통하여 그의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파를 구현하
여 현상적 차이를 알아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은 2차원조파수조에서 실험하였고 유동장을 파악
하기 위하여 PIV기법을 도입하여 속도벡터장을 구하였다. 실험 
과정을 대략적으로 묘사하면 먼저, 레이저 sheet beam을 이용하
여 유동장을 가시화하여 고속 카메라로 유동장을 촬영하였다. 그 
결과들은 컴퓨터로 전송되었고 입력 이미지 화상의 잡음을 제거
하였다. 입자 궤적을 구체화한 후 무게 중심이 계산된 후 2프레
임 방법으로 입자 인식을 하여 유동장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를 
속도벡터로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Wave) 유무에 따른 유동장의 차이점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장치

2.1.1 2차원 조파수조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Fig. 1에서 보이는 길이 30 m, 폭 

0.6 m, 수심 0.6 m의 2차원 조파수조를 이용하였고, 조파장치로
는 수조 끝단에 Piston type의 조파기를 사용하였다. 조파기의 
주요 제원은 Maximum stroke ±60mm, Maximum frequency 
1.5Hz 이다. 이러한 조파장치의 반대 끝단에는 경사판 형태의 소
파장치를 설치하였다. 입사파 조건에 따라 기울기를 변화 시킬 
수 있게 제작 되었고, 소파장치 내부에는 모기장을 설치하여 쇄
파가 잘 일어나도록 하였다. 

Fig. 1 View of 2D wave flume
2.1.2 Laser

PIV 시스템의 조명 소스는 Fig. 2에 나타나 있는 Laser 
Animation 社의 Thin-disk laser, diode-pumped type의 Blitz 
Laser를 사용하였고 최대 출력은 6 J/sec이고 한 파장의 길이는 
532 nm이다. 그리고 Beam diameter는 3 mm이며 beam 
divergence는 1 mrad이다.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2 View of Blitz laser
Table 1 Specifications of laser

Items Value
Class 4 (according to EN 60825-1)
Type Thin-disk laser, diode-pumped - DPSS

Output power 5 or 8 W cw operation
Wavelength 532nm

Beam Diameter 3mm
Beam Divergence 1mrad

2.1.3 초고속 카메라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는 Fig. 3에 나타나 있는 Redlake 社의 

Motion PRO Y5 초고속 카메라이며 이미지 해상도는 1000 fps 
기준으로 1280X1024 pixels이고 최대 sampling rate는 64000 
fps이다. 

Fig. 3 View of high speed camera
2.2 모델 및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아크릴로 만들어졌으며 원주 두께 
2 mm를 제외한 모든 판의 두께는 10 mm이다.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길이 450 mm, 폭 300 mm의 아크릴판에 직경 50 mm
이며 수면하 600 mm의 원주가 고정되어 있으며, 실험 조건에 따
라 원주 사이의 거리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제작하였다. 그리고, 2개의 원주를 흐름에 대해 평행하게 배열하
였을 경우(원주 사이의 간격은 1.5D, 3D, 5D)에 대해 파고 0.04 
m 파주파수 0.8Hz, 1.2Hz의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Model
2.3 Particle Image Velocimetry

PIV 시스템은 실험 모델 주위의 2차원 속도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Fig. 5에서 나타난 FOV(Field of View)는 모델 주위
의 속도장을 구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FOV의 크기는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정하였고 PIV 시스템의 조명 소스는 Thin-disk 
laser, diode-pumped type의 Blitz laser를 사용하였다. 또한 
laser sheet는 2차원 수조의 중심선과 일직선으로 정렬시켰다. 2
차원조파수조의 바닥은 유리로 제작되어있기 때문에 수조의 바
닥에 mirror와 cylindrical 렌즈를 위치시켜 수직방향으로 laser 
sheet가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직경이 약 56 μm이고 비중은 
1.02인 입자를 유체에 주입하였다. PIV 이미지들을 캡처하기 위
해 초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카메라 해상도는 1280 × 1024 
pixels이고 최대 sampling rate는 64000 fps이다. 그리고 50 mm 
초점 렌즈는 조리개 f/2.8로 맞춰진 카메라에 설치되었다.

Fig. 5 Field of view of PIV test

Fig.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PIV 실험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6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를 Figs 7~ 12에 전형적인 결

과들을 나타내었다.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7 Test conditions (Wave Freq. 0.8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1.5D)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8 Test conditions (Wave Freq. 1.2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1.5D)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9 Test conditions (Wave Freq. 0.8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3D)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10 Test conditions (Wave Freq. 1.2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3D)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11 Test conditions (Wave Freq. 0.8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5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파가 존재하지 않는 유동장에 대하여 정성적인 

스케치만이 제시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파가 존재하는 유동장에 
대하여 PIV기법을 이용하여 유동장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
다. 아울러 파 유무에 따른 두 유동장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한 
것에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a) Field of view

(b) Vector field
Fig. 12 Test conditions (Wave Freq. 1.2Hz, height 0.04m,  

distance between two cylinders is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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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avitating flow is widely shown in many engineering systems, such as marine propellers, 
pump impellers, nozzles, injectors, torpedoes, etc. The present work focuses on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cavitating flow around the underwater vehicle. The governing 
equations are the Navier-Stokes equation based on homogeneous mixture model. The 
multiphase flow solver uses an implicit preconditioning scheme in curvilinear coordinates. 
The cavitation model uses a new cavitation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Merkle(2006). 
Computations are carried out for two cavitating flows : natural cavitation and ventilated 
cavitation. The effect of ventilated cavitation is implemented by non-condensble gas 
injection on backward and forward of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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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산유체가 발달할수록, 실험에 의존했던 유동 해석을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
히, 공동(cavitation) 현상은 물리적으로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전산유체 해석기법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모
델링이 쉽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해석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공동(cavitation) 현상이란 액체 유동에서 국부적인 지점이 압
력의 급격한 강하로 인해 기화가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캐비
테이션에 의해 기화된 기포는 다시 압력이 상승하면서 기포의 
붕괴로 이어져 소음과 진동을 발생, 기계의 침식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공동(cavitation)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중 운동체 거동시 초공동
(supercavitation)을 이용하여 항력을 감소시켜 수중 운동체가 초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공동(natural cavitation)과 환기공동
(ventilated cavitation)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다상(multi-phase) 
유동 해석 방법으로서 균일 혼상류(homogeneous mixture)모델
[1-6]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액상과 기상, 비응축성 가스에 
대하여 각각의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조건화(pre-conditioning)기법[6]을 적용
해 액상과 기상영역에 대해 현저히 다른 음속으로 인해 발생하
는 수치해석적 강성(stiffness)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균일혼상류 모델을 이용하여 기
상과 액상의 변환과정이 등온이라는 가정하에 비응축성 가스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있는 전산해석 코드를 개발하였고, 이 코드를 
이용하여 자연공동과 환기공동에 의한 수중 운동체 주위의 다상
유동장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지배 방정식은 균일혼상류모델(homogeneous mixture model)

을 적용한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는데, 구체 적으로 액
상과, 기상, 비응축 가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속방정식을 풀고 
있으며, 운동량 방정식은 혼상류에 대해서 계산한다. 

 
 
(1) 
 
 
 
 

여기서 t, τ 는 각각 물리적 시간(physical time)과 의사시간
(pseudo time)을 의미하고, p, u, v, w, αl, αlv, αng는 압력, 속도
(x, y, z), 밀도, 액상체적분율(liquid volume fraction), 기상체적분

율(vapor volume fraction), 비응축성가스체적분율(non-
condensable gas volume fraction)을 의미한다. +m& 는 상변화에 
의해 기상이 응축되는 질량 변화량(소스항)을 의미하며 −m& 는 
반대로 액상이 기화하는 증발량을 의미한다. 

식 (1)을 무차원화하여 일반화된 곡선좌표계로 나타내면 다음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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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ngvll ρρρρρρ −≡∆−≡∆ 2, 이다. 
액상, 기상, 비응축성 가스의 밀도와 점성계수는 일정 하다고 

가정하고, 혼상류에서의 밀도와 점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ngngvvllm αρ+αρ+αρ=ρ    (5) 
ngngvvllm αµ+αµ+αµ=µ    (6) 

이때, 예조건화 매트릭스 Γ 는 공동 유동장에서 기상과 액상
의 음속이 심하게 차이가 난다. 다라서 수치해석의 강성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매트릭스로써 식(4)에서 첫 번째 열을 다음과 같
이 수정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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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는 예조건화 상수이다. 예조건화 행렬Γ 가 필요한 
이유는 기상과 액상의 음속이 서로 다르고, 기상과 액상이 50%
씩 혼재하는 혼상류에서는 음속이 10m/s 정도에 불과 하여 아
주 저속에서도 초음속이 된다. 그러므로 공동유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압축성 유동에서 초음속 유동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수치 해석 기법이 필요하게 되고 수렴성이 떨어지거나 발
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트릭스에 예조건화를 취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β를 U2

∞로 두기로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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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비테이션 모델 
균일 혼상류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캐비테이션 모델은 액체에

서 기체로의 진행과정인 −m& (evaporation rate)와 기체에서 액체
로의 진행과정인 +m& (condensation rate)을 도입하여 기상과 액
상간의 물질전달(mass transfer)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게 되는
데, +m& 과 −m& 는 압력과 액상/기상 체적분율(liquid volume 
fraction)에 대한 함수로서 식 (8), 식 (9)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이 두 함수는 기존 캐비테이션 모델에서 액상과 기상이 모델 상
수에 종속적인 단점을 개선해 Merkle[7]이 최근에 개발한 것으
로, 최근 Ha 등[8,9]이 실제 유동장에 적용해 응용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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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lax

ref
lk

τ
τ

= 이며, refτ 는 reference time을 의미하고, 
relaxτ 는 relaxation time을 의미 한다. 그리고 pk 는 scaling 상수

를 의미하고 vp 는 기화 압력을, ∞t 는 기준 유동시간을 나타낸
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자연 발생적 공동(natural cavitation)인 부분 

공동(partial cavitation)과 초월공동(super-cavitation) 유동장 해
석을 위해 실험실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코드[10,11]를 사
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응축성 가스 영향이 고려된 다상 
유동장 해석 코드로 확장하였다. 

 
3.1 자연공동(Natural cavitation)유동장 해석 
박수일등[12]에 의해 본 코드를 이용한 수중 운동체 주위의 

다상 유동장 해석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
증을 토대로 반구형 실린더 주위의 다상 유동장 해석 계산 조건
은 Rouse & McNown[13]이 제시한 조건으로 캐비테이션 수는 
0.2, 0.3, 0.4 레이놀즈 수는 51036.1 × 이다.  

2

2
1

∞∞

∞ −
=

V

pp v

ρ
σ  

여기서 ∞p 는 국부압(local pressure), vp 는 증기압(vapor 
pressure)을 말한다. 

Fig.2는 여러 가지 캐비테이션 수에 관한 표면 압력을 보여주
고 있다. 캐비테이션 수 0.2, 0.3, 0.4에 관하여 해석 결과, 실험
값과 비교 하였을 때 실험값과 잘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3의 경우는 캐비테이션 수가 0.3일 때 Kunz등[3]와 현재 
계산한 결과를 액상체적분율 및 압력에 관해서 비교한 것이다. 
현재의 계산 결과 값과 Kunz의 결과 값을 비교 하였을 때 공동
의 발생 위치와 길이가 서로 같게 나타난다. 

Fig.4은 현재의 결과와 Ahuja등[4]의 계산결과를 액상 체적
분율에 관하여 나타낸 것이며 서로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수가 작아질수록 공동의 길이가 길어짐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Grid 
 

 

Fig. 2 Surface pressure of the hemispherical cylinder at 
the cavitation number 0.2, 0.3, 0.4 

 
 

(a)Present 

(b)Kunz et al.[3] 

Fig. 3 natural cavity and pressure contours of the 
hemishperical cylinder at 3.0=σ  



 

 

 

(a) 2.0=σ  

(b) 3.0=σ  

(c) 4.0=σ  
Fig. 4 natural cavity and pressure contours of the hemishperical 
cylinder at 4.0,3.0,2.0=σ  
 

3.2 환기공동(Ventilated cavitation)유동장 해석 
앞에서 자체 코드를 이용하여 반구형 실린더의 캐비테이션 수 

변화에 따른 자연공동 유동장을 해석 하였다. 이를 응용하여 비
응축 가스(non-condensable gas)에 의한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이 포함된 수중 운동체 주위의 다상 유동장 해석을 수
행 하였다. 

 
 Fig. 5 Expanded grid 

Fig. 6 Injection of non-condensable gas 

 
(a)ventilated non-condensable gas 1U∞ 

  

 
(b)ventilated non-condensable gas 2U∞  

Fig. 7 Vapor volume fraction contours at cavitation 
number 0.1 

 
 



 

 

본 연구에서 분사되는 비응축 가스의 속도를 ∞×= UU j 1 와 
∞×= UU j 2 로 가정 하였다. 

Fig.5는 본 연구에 사용된 격자로 수중 운동체 후미부 비응축 
가스의 유동을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후미부를 확
장 시킨 다중 격자를 이용 하였다. 캐비테이션 수는 0.1, 레이놀
즈 수는 51036.1 × 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을 위한 조건으로 Fig. 6에서
와 같이 비응축 가스를 분사함으로서, 그 조건을 충족 시킨다. 
이 비응축 가스는 액상, 기상과 함께 수중 운동체 주위 다상 유
동장 중 한 부분으로 전산 해석이 수행된다. 

Fig.7은 같은 시간 조건인 t*=0에서 natural&ventilated 
cavitation과 vapor volume fraction을 분사 되는 비응축 가스의 
속도 조건을 1U∞과 2U∞로 다르게 한 결과 이다. 

1U∞와 2U∞ 를 비교해 볼 때 분사되는 비응축 가스의 속도가 
2U∞일 때 1U∞보다 강한 불안정성(instability)이 보인다. 이는 
liquid와 cavity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속도차이에 의한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구형 실린더 주위의 자연 공동(natural 
cavitation)과 환기 공동(ventilated cavitation)의 유동 해석을 실
시하였다. 캐비테이션 모델은 Merkle에 의해 최근에 개발된 모
델을 사용 하였고, 지배방정식으로 3차원 Navier-Stokes방정식
을 이용한 균일 혼상류 모델을 사용하였다. 자연 공동의 계산 결
과 값을 실험값과 비교 해보았을 때 실험값에 수렴하였고, 
Kunz[3], Ahuja[4]등과 결과도 일치함을 보였다. 환기 공동을 
포함한 다상 유동장 해석은 비응축 가스(non-condensable gas)
를 분사하는 조건을 속도 변화에 따라 유동해석을 하였다. 환기 
공동이 있을 때 공동이 보다 빨리 수중 운동체를 감싸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강하게 분사되는 비응축 가스에 대해서 그만큼 
강한 환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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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벌브 스케그가 선박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1 안경수(현대중공업), 2 성영재(현대중공업), 3 신상성(현대중공업),  

4 이태일(현대중공업) 
 

요 약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stern bulb skeg on ship's maneuverability were investigated. 
The skeg is one of the afterbody appendages and generally fitted below the stern bulb, 
and it plays a role as the course stabilizing fin. To examine the effects of stern bulb skeg 
on ship's maneuverability, PMM tests of four ships with and without stern bulb skeg were 
carried out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ern bulb skeg mainly has influence 
on the linear hydrodynamic coefficients of hull. The effects of stern bulb skeg on the linear 
hydrodynamic coefficients of hull were expressed as empirical formula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simulation results using this formula were compared with model test result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2002년 IMO의 조종성능 기준 제정이 정립되었다. 이를 계기

로 선주의 조종성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IMO의 조종성
능 기준의 만족을 명문화하고 있는 선박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리고 안전 항해 성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의 
도입에 관한 논의(IMO, IACS 등)가 최근 활발해지면서 선박 조
종성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선박의 선형 설계 시, 속도성능 뿐 아니라 
조종성능을 포함한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선주의 요구에 따른 선박을 설계하는 경우, 설계된 선형
이 부득이하게 조종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때 침로 안전성이 부족하여 조종성능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미 벌브 하단부에 스케그를 설
치하여 부족한 침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현재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선미 벌브 스케그는 선박의 속도성능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종성능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미 벌브 스케그에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다양한 연구 결과
가 발표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로는 PNA에 수록된 Jacobs 
(1964)의 나선의 선형 유체력 미계수에 미치는 스케그의 영향에 
대한 수식화 연구, Yamada 등(2001)의 최근 일본 선형에 대한 
선미 벌브 부분 면적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국내의 
연구로는 이호영 등(1998)의 컨테이너 운반선에 다양한 형태의 
스케그 장착의 영향, 이승건 등(1999)의 선미 벌브 부분 면적의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 진창배 등(2003)의 아프라막스급 유조
선에 대한 선미 벌브 스케그를 이용한 조종성능 기준 만족 사례, 
성영재 등(2007)의 가스 운반선에서의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 
정두진 등(2008)의 수치해석을 이용한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
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원유운반선, 산적화물선, LPG 운
반선, 컨테이너선 등 4가지 선형의 조종성능 모형시험을 통하여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2. 시험 대상 선박 
 
초기 선형에 대한 조종성능 모형시험(PMM 시험) 결과 조종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4가지 선형에 대하여 선미 벌브 스
케그를 장착하였다. 대상 선형은 원유운반선, 산적화물선, LPG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의 각 1척씩이며, 전선 수학모형 및 모
듈형 수학모형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용된 선미 벌브 스케그의 형상은 다음의 Fig. 1과 같다. 
 

COC BC 

 
LPGC CONT 

Fig. 1 Stern profiles and stern bulb skegs of four ships 
 

3. 조종운동 수학모형 
 
조종운동을 표현하는 수학모형으로 3자유도의 전선 수학모형

과 모듈형 수학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좌표계는 Fig. 2와 
같다. 

 Fig.2 Coordinate systems 
 
전선 수학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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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수학모형은 다음과 같다. X, Y, N은 Fig. 2에서 정의된 

유체역학적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며 첨자 H, P, R은 선체, 프로
펠러, 타를 각각 나타낸다. 프로펠러에 의한 타 위치에서의 유속
의 증가 구조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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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Modeling at Rudder Position 

 
4. 시험 해석 결과 

 
전선 수학모형을 이용하여 조종성능 해석을 수행하였고 IMO 

조종성능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Table 1에 그 결과를 나타내
었다.  
 

Table 1 Simulation Results based on whole-ship model 
 COC BC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Initial turn 1.96 1.97 1.81 1.75 
Advance 2.87 2.99 2.56 2.57 

Tactical Dia. 2.91 3.01 1.70 2.31 
Zigzag10/10 1st 12.74 10.23 13.35 12.65 
Zigzag10/10 2nd 33.68 25.61 51.15 38.11 
Zigzag20/20 1st 19.22 17.27 24.12 19.04 

 LPGC CONT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Initial turn 1.79 1.83 1.70 1.76 
Advance 2.98 3.19 3.16 3.52 

Tactical Dia. 2.72 3.10 3.39 4.13 
Zigzag10/10 1st 15.22 11.88 25.03 16.40 
Zigzag10/10 2nd 39.21 26.80 41.51 28.55 
Zigzag20/20 1st 25.60 21.41 22.77 17.91 

 
4척의 선박은 선미 벌브 스케그가 없는 경우 IMO의 조종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단, 원유운반선의 해석 결과는 설계 흘
수에서의 결과로서 스캔틀링 흘수로 확장할 경우 기준을 만족하
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조종성능의 경험적 추정을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모듈형 수학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초



 

 

기 추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듈형 수학모형을 기준으로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여 모듈형 수학모형
을 이용한 조종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Table 2 Simulation Results based on modular model 
 COC BC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Initial turn 1.69 1.76 1.85 1.81 
Advance 2.84 2.96 2.90 2.82 

Tactical Dia. 2.87 2.99 2.51 2.52 
Zigzag10/10 1st 11.95 9.60 15.06 11.46 
Zigzag10/10 2nd 25.67 20.85 42.18 29.33 
Zigzag20/20 1st 19.12 16.98 25.14 19.63 

 LPGC CONT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Initial turn 1.48 1.56 1.69 1.85 
Advance 2.57 2.67 3.01 3.39 

Tactical Dia. 2.58 2.68 3.01 3.71 
Zigzag10/10 1st 19.53 11.17 38.12 12.16 
Zigzag10/10 2nd 40.97 24.92 47.38 25.64 
Zigzag20/20 1st 26.86 20.5 29.74 18.71 
 

모듈형 수학모형의 해석 결과는 전선 수학모형의 해석 결과와 
정량적으로는 다소의 오차를 갖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성적
으로는 경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듈형 수학모형
에서의 타의 주요 계수 및 간섭 계수와 선체의 선형 유체력 미계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험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Main coefficients of hull and rudder based on modular model 

 COC BC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ε  1.2540 1.2640 1.1420 1.1100 
Ha  0.7172 0.6177 0.4148 0.3752 

'Hx  -0.4825 -0.5199 -0.4963 -0.7596 
　 γ  0.5503 0.5839 0.6226 0.5887 

'vY  -0.3116 -0.3267 -0.2861 -0.2950 
' 'rY m−  -0.2540 -0.2580 -0.2391 -0.2442 

'vN  -0.1487 -0.1434 -0.1316 -0.1279 
'rN  -0.0419 -0.0457 -0.0401 -0.0417 

 LPGC CONT 
w/o skeg w/ Skeg w/o skeg w/ Skeg 

　 ε  1.0920 1.0850 1.0270 1.0250 
Ha  0.5005 0.5122 0.5064 0.5261 

'Hx  -1.4644 -1.4327 -0.7773 -0.7326 
　 γ  0.4787 0.5211 0.2118 0.2673 

'vY  -0.2543 -0.2661 -0.1639 -0.1929 

' 'rY m− -0.1904 -0.1758 -0.1528 -0.1420 
'vN -0.2209 -0.2102 -0.1275 -0.1224 
'rN  -0.0521 -0.0592 -0.0393 -0.0435 

 
전체적으로 볼 때 간섭계수 ε , aH, xH’ 등은 선미 벌브 스케

그의 유무에 따른 큰 영향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
류계수 γ 는 선미 벌브 스케그를 갖는 경우 대체로 증가하여 침
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선체의 선형 유체력 미계수들은 선미 벌브 스케그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NA에 수록된 
Jacobs(1964)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선체의 선형 유체력 미
계수에 미치는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Jacobs는 다음의 식 (7)과 같이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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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양력 곡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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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7), (8)을 활용하기 위해 보정 계수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시험 해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설계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정값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고려하여 선미 벌브 스케그의 영향을 식 (9)와 같이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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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gression results using stern bulb skeg area and lift curve slope 

 
식 (9)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상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양력 곡선의 
기울기의 영향은 유체력 미계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면적에 대한 상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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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을 가장 상관도가 높은 면

적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식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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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gression results using stern bulb skeg area 

 
5.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모듈형 수

학모형에서의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때 시뮬레이션 결과
는 선미 벌브 스케그가 없는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하여 나머지 
계수들을 고정한 상태에서 선형 유체력 미계수에 본 연구에서의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Table 5 Simulation Results compared with modular model 
 COC 

w/o skeg w/ skeg Estimation 
Initial turn 1.69 1.76 1.72 
Advance 2.84 2.96 2.89 

Tactical Dia. 2.87 2.99 2.93 
Zigzag10/10 1st 11.95 9.60 10.45 
Zigzag10/10 2nd 25.67 20.85 22.14 
Zigzag20/20 1st 19.12 16.98 17.62 

 BC 
w/o skeg w/ skeg Estimation 

Initial turn 1.85 1.81 1.87 
Advance 2.90 2.82 2.95 

Tactical Dia. 2.51 2.52 2.61 
Zigzag10/10 1st 15.06 11.46 10.72 



 

 

Zigzag10/10 2nd 42.18 29.33 28.13 
Zigzag20/20 1st 25.14 19.63 19.96 

 LPGC 
w/o skeg w/ skeg Estimation 

Initial turn 1.48 1.56 1.52 
Advance 2.57 2.67 2.64 

Tactical Dia. 2.58 2.68 2.68 
Zigzag10/10 1st 19.53 11.17 13.74 
Zigzag10/10 2nd 40.97 24.92 31.12 
Zigzag20/20 1st 26.86 20.5 22.83 

 CONT 
w/o skeg w/ skeg Estimation 

Initial turn 1.69 1.85 1.84 
Advance 3.01 3.39 3.28 

Tactical Dia. 3.01 3.71 3.38 
Zigzag10/10 1st 38.12 12.16 11.87 
Zigzag10/10 2nd 47.38 25.64 25.09 
Zigzag20/20 1st 29.74 18.71 18.49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에 의한 해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모형시험 해석 결과와 유사하며 경향성을 잘 따르고 있다.  

 
6. 결 론 

 

원유운반선, 산적화물선, LPG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등 4
가지 선형에 대하여 선미 벌브 스케그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에 대하여 각각 조종성능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선미 벌브 스케
그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선미 벌브 스케그는 그 형상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침로 안정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2) 선미 벌브 스케그는 선체와 프로펠러의 간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정류 계수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선박에 침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
로 영향을 미친다.  
 

3) 선미 벌브 스케그는 선체의 선형 유체력 미계수에 상당
히 큰 영향을 미친다. 4척의 모형시험을 통해 구한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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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미 벌브 스케그 반영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 

해석 결과의 경향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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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회피시스템의 Emergency case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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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선과 타선의 운항 속도 및 조우상황에 따라 충돌회피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중에서 Control 되지 않는 타선이 자선의 Port 방향에서 자선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충돌회피 행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충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피 방법을 확인하고, 충돌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피 시점을 재정의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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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운항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정확

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회피 시점과 안전한 회피 경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충돌회피시스템이 연구되어왔으며,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최
적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S.D. Sharma(1977)는 Game theory를 이용하여 환경의 
영향까지 반영할 수 있는 확률 형태의 충돌위험도 추론 방법을 
제안하였다. Iwasaki, Hara(1986)은 Fuzzy theory를 이용하여 
DCPA와 TCPA를 조합하여 충돌 위험도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또한 Hasegawa(1987)는 Iwasaki, Hara(1986)의 충돌
위험도를 정규화하였으며, Fuzzy control을 이용하여 충돌회피를 
위한 control input을 결정하는 충돌회피시스템을 제안하였다. 
Lee, Rhee(2001)는 A* Search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시스템
에서 얻어진 행동공간을 이용하여 회피 경로를 최적화하였으며,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최적
화하였다. Furukawa, Kijima(2006)은 Blocking area의 개념을 도
입하여 충돌위험도를 추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박의 조종성
능을 반영한 T90이라는 계수를 반영하였다. L.P. Perera 등
(2011)은 자선의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거나 느린 타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자선과 타선의 속도비율에 따라 
다른 회피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Lee, Rhee(2001)의 충돌회피시스템을 다양한 조우 
상황, 운항 속도에 대하여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시뮬레이션과정에서 자선과 타선
의 운항 속도에 따라 충돌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Emergency case 문제 인식 

 
본 연구는 Lee, Rhee(2001)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되

었다. 기본적으로 10knots로 운항하고 있는 자선과 타선이 
Head-on, Burdened cross, Privileged cross와 같은 조우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충돌회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타선과 자선의 운항 속도에 따라서 Privileged cross 상황

에서 충돌회피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Table 1과 같은 운항 속도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Table 1 Simulation test matrix 
oV  1.0t oV V= 1.5t oV V=  2.0t oV V=

8 knots 8 knots 12 knots 16 knots 
10 knots 10 knots 15 knots 20 knots 
12 knots 12knots 18 knots 24 knots 

 
 본 연구에서는 자선이 피항 의무선인 경우 충돌위험도 0.6에서 
회피행동을 시작하였고, 진로 유지선인 경우 충돌위험도 0.8에
서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하였다. 
 

 
Fig. 1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head-on situation ( 1.0t oV V= ) 

 
Fig. 2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head-on situation ( 1.5t o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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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head-on situation ( 2.0t oV V= ) 

 
Fig 1, 2, 3의 경우는 자선과 타선의 운항 속도가 바뀜에 따라 

충돌 위험도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충돌 위험도가 
0.6을 기점으로 충돌회피 행동이 시작되었고, 정상적으로 회피
가 이루어짐에 따라 충돌위험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burdened cross ( 1.0t oV V= ) 

 

 
Fig. 5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burdened cross ( 1.5t oV V= ) 

 

 
Fig. 6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burdened cross ( 2.0t oV V= ) 

 
Fig 4, 5, 6의 경우에도 충돌 위험도가 0.6을 기점으로 충돌회

피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회
피가 이루어짐에 따라 충돌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7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privileged cross ( 1.0t oV V= ) 

 

 
Fig. 8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privileged cross ( 1.5t oV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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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ime history of collision risk at privileged cross ( 2.0t oV V= ) 

 
그런데 Fig 7, 8, 9의 경우 타선이 피항 의무선이고, 자선이 진

로 유지선이기 때문에 타선이 충돌회피를 위한 행동을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동이 없었기에 자선이 충돌 위험도가 0.8이 되
었을 때 충돌회피 행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Fig 7의 경우 자선
과 타선의 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Fig 8, 9의 경우에는 자선이 충돌회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3. 충돌 원인 분석 및 개선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1972)의 Rule 15 (Crossing situation)을 보면, “i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dmit, avoid crossing ahead of the 
other vessel.”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Rule 17(Action by 
stand-on vessel)을 보면, (c)항에서 “i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dmit, not alter course to port for a vessel on her port 
side.”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서로 상충되고 있
는데, Port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타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Rule 
15의 규정을 따라 타선의 앞을 횡단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자선이 Port방향으로 회피하여 타선의 뒤쪽으로 이동해
야만 한다. 하지만 Rule 17의 (c)에서는 자선이 Port방향으로의 
충돌회피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Rule 17의 (a-ii)에서는 “the latter vessel may however 
take action to avoid collision by her maneuver alone, as soon 
as it becomes apparent to her that the vessel required to keep 
out of the way is not taking appropriate action on compliance 
with these Rules.”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선이 타선의 
행동만으로 회피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선이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Privileged 
cross situation에서 충돌위험이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
점에 Starboard 방향으로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Fig7, 8, 9에서는 충돌회피를 위하여 Starboard 방향으
로 이동한 행동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선과 
타선의 운항 속도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

음 Fig 10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선과 타선의 속도에 따라서 수직하게 충돌한다고 가정해 보

면, 피항 의무가 있는 타선이 피하지 않는 Emergency case에 
자선은 Starboard 방향으로 θ만큼 피항을 시작할 것이다. 이 때 
타선의 진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자선의 진행 방향과 타선의 진
행방향이 교차하는 점이 바뀌게 된다. 이때 자선과 타선의 속도 
및 각각의 늘어난 거리에 따라서 자선이 충돌회피의 가능성 여
부가 결정된다. 
 

1

 
Fig. 10 Concept of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at privileged cross 

 
 식 (1)에서와 같이 자선이 이동하는 거리를 자선의 속도로 나눈 
값이 타선의 이동하는 거리를 타선의 속도로 나눈 값보다 크면 
클수록 충돌 위험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1 tan 1 sec

t o

l l l
V V

θ θ+ × ×
<                          (1) 

 
그런데 자선의 속도에 비해 타선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

록 자선의 피항 행동으로 타선이 확보한 여유 거리 1 tanl θ×
을 타선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자선이 확보한 여유
거리 1 sec 1l lθ× − 를 자선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
어나게 된다. 때문에 자선은 타선이 교차점에 도달하기 전에 교
차점을 지나치지 못하므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선이 
피항행동을 위하여 θ만큼 heading angle을 바꾸려면 Rudder에 
의한 힘이 작용해야 하고, 이는 자선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원인
이 된다. 따라서 자선의 경우에는 충돌 회피를 위한 행동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회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충돌회피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Privileged cross situation에는 타선이 자선보다 빠른 경

우에 한해 0.8보다 이전에 충돌회피를 시작할 것 
2) 충돌위험도 추론에 이용된 DCPA와 TCPA 소속함수를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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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방법에 의거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1)의 관점에서 충돌하지 않게 하
는 회피시점을 찾기 위하여 회피시점을 시작하는 충돌위험도 기
준값을 변경시키면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다음의 Table 2의 결
과는 시뮬레이션 결과 충돌하지 않은 Maximum 기준값이다. 

 
Table 2 Obtained Collision risk for safe collision avoidance action 

oV  tV  Collision Risk 
8 knots 12 knots 0.64 
8 knots 16 knots 0.61 
10 knots 15 knots 0.61 
10 knots 12 knots 0.63 
12 knots 12 knots 0.61 
12 knots 12 knots 0.60 

 
 본래 회피 시점이었던 충돌 위험도 0.8에 비해 더 일찍 회피행
동을 시작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대략 0.6~0.64정도의 값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선과 자선의 속도 비율
을 2배까지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
각된다. 즉, 더 빠른 타선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빠른 시점에 회
피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적절한 회피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충돌회피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

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회피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을 적용
해 보았다. 

Privileged cross situation에서 타선이 피항 의무선임에도 회
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충돌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Starboard 방향으로 회피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타
선의 속도가 자선의 속도보다 빠른 경우 자선은 충분한 여유 시
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충돌 회피 행동을 했음에도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Privileged cross situation의 회피 시점인 0.8보다 더 
낮은 충돌위험도에서 회피시점을 정의하였다. 그 결과 대략 
0.6~0.64에서 안전한 충돌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는 자선이 진로 유지선임에도 피항 의무선인 경
우와 유사한 시점에 피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타선의 속
도를 자선의 속도에 2배로 규정하지 않고 더 빠르게 하였을 경
우에는 회피 시점이 0.6보다 빨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
법으로는 Privileged cross situation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충
돌 위험도 추론 방법과 이를 반영한 충돌회피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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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considers a numerical analysis of ship maneuvering performance in the high 
amplitude incident waves by adopting linear and nonlinear ship motion analysis. A time-
domain ship motion program is developed to solve the wave-body interaction problem with 
the ship slip speed and rotation, and it is coupled with a modular type 4-DOF maneuvering 
problem. Nonlinear Froude-Krylov and restoring forces are included to consider weakly 
nonlinear ship motion. The developed method is applied to observe the nonlinear ship 
motion and planar trajectories in maneuvering test in the presence of incident waves. The 
comparisons are made for S-175 containership with existing experimental data. The 
nonlinear computation results show a fair agreement of overall tendency in maneuvering 
performance. In addition, maneuvering performances with respect to wave slope is 
predicted and reasonable results are observed.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선박의 조종성능해석은 전통적으로 정수 중에서 이루어져 왔
으며, 이는 초기설계단계에서 선박의 조종성능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수 중과는 달리 실제 해상에서는 파
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선박은 동요운동을 하며 부가저항을 받
게 된다. 그 결과 실제 해상에서 선박의 조종성능은 정수 중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선박의 조종성능은 운항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제 해상에서의 운항안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가 조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파랑 중 자유항주실험을 하는 것은 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대한 몇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Hirano 등(1980)은 규칙파에서의 선회시험을 수행하였으
며, Ueno e(2003)은 규칙파 중에서 VLCC 모델을 사용하여 선
회시험, 지그재그시험, 정지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 
Yasukawa와 Nakayama (2009)는 S-175 컨테이너 선박에 대하
여 규칙파 및 불규칙파에서 선회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치기법을 사용하여 파랑 중 선박의 조종성능을 추정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cCreight (1986)는 파에 의한 
선체의 동요운동을 고려한 조종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자유도 조종운동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Ottosson와 Bystrom (1991)은 고정된 부가 질량(added mass)
과 감쇠계수 (damping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조종운동을 계산
하였으며, Fang e 등(2005)은 조우주파수에 의존하는 선형유체
력 미계수를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조종운동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둔 방법으로 파에 의한 기억효과 (memory effect)를 고려하지 않
는다. Bailey 등(1997)은 컨볼루션 적분을 사용하여 파에 의한 
기억효과를 고려하였으며, Fossen (2005)은 이를 행렬 형태로 
유도하고 상태공간에서의 표현식을 제시하였다. 컨볼루션 적분
을 사용하면 수학적으로 간결한 형태로 조종운동과 내항운동을 
통합할 수 있으나,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며 시간평균 표류력 
(mean drift force)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Skejic와 
Faltinsen (2008)은 시간평균 표류력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조종운동에 따른 제
로주파수 운동과 입사파에 의한 고주파수 운동을 분리하는 two-
time scale 모델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은 선박의 동
요운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2차원 해석에 기반을 둔 strip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 Lin 등(2006)은 3차원 랜킨 패널법을 기반으
로 한 시간영역 비선형 운동해석 프로그램인 LAMP (Large 
Amplitude Motion Program)를 조종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
장한 바 있다.  

대파고에서의 조종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선박운동의 비선형
성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선박운동 문제에서 비선형성에 대한 
요인은 자유표면 조건의 비선형성이나 선박형상의 비선형성 등
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 선박 형상의 

비선형성에 대한 고려이며, 이는 컨테이너선과 같이 깊이 방향
으로의 선박형상의 변화가 심한 선박에 적용될 수 있다. 선박 형
상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방법은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만 
선박의 실제 입수면적에 대해 계산하는 약한 비선형(weakly 
nonlinear) 계산 방법과 Froude-Krylov 힘과 복원력뿐만 아니라 
유체동역학적 힘까지 실제 입수면적에 대해 계산하는 body-
exact 계산 방법이 있다. Body-exact 방법의 경우 매시간 마다 
선박의 실제 위치에서 경계치 문제를 풀고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실용적인 측면
에서는 약한 비선형 계산방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Lin과 Yue, 
1990, Kring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Froude 약한 비선형 방법을 적용한 시간영역 
선박 운동 해석 프로그램인 WISH(Wave Induced load and Ship 
mo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대파고 에서의 조종성능 해석을 수
행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S-175 선박에 대한 선
회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파고에 따
른 선박의 선회시험을 수행하여, 대파고 에서의 조종성능을 계
산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좌표계  
 

본 연구에서는 Fig.1 과 같이 공간에 고정된 O-XYZ 공간좌표
계와 선박의 무게중심에 고정된 o-xyz 선박고정 좌표계를 사용한
다. ψ0는 선박의 선수각(ship heading angle)이며, β는 표류각
(drift angle)이다. δ는 타각(rudder angle)을 의미하며 이 그림과 
같이 -z축 방향으로의 회전(좌현선회)을 양의 값으로 정의한다. 
파는 X축에 대해서 χ의 각으로 입사하며 파고와 파장은 각각 A, 
λ로 표현한다. o-xyz 좌표계는 선박의 조종운동에 의해 움직이는 
좌표계이며, 이 좌표계에서 파랑기진운동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 , ) ( ) ( )T Rx t t t xδ ξ ξ= + ×

r r rr r
   (1) 

 
여기서 1 2 3( , , )Tξ ξ ξ ξ=

r 과 4 5 6( , , )Rξ ξ ξ ξ=
r 은 선박의 파랑기진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나타낸다. O-XYZ 좌표계와 o-xyz 좌표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0 0 0

0 0 0

cos ( ) sin ( ) ( )
sin ( ) cos ( ) ( )

X x t y t X t
Y y t y t Y t
Z z

ψ ψ
ψ ψ

= − + ⎫
⎪= + + ⎬
⎪= ⎭   (2) 

 
0 ( )X t , 0 ( )Y t , 0( )tψ 는 시간 t 에서의 선박의 위치 및 선수각

을 의미한다. 
 



 

 

 
Fig. 1 Coordinate system 

 
2.2. 내항운동 방정식 (파랑기진운동 방정식) 
 
2.2.1. 선형 선박운동 문제 
 

파랑 중 운항하는 선박의 운동은 조종운동(maneuvering 
motion)과 파랑기진운동(wave-induced motion)의 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 파랑기진운동은 다음과 같이 속도포텐셜을 도입한 
경계조건 문제(boundary value problem)를 풀어서 구한다.  
 
 2 0φ∇ =  in fluid domain                   (3) 

 
U n n

n t
φ δ∂ ∂
= ⋅ + ⋅

∂ ∂

r
r r r  on body surface       (4) 

 
[ ]( ) ( , , ) 0U z x y t

t
φ ζ∂⎡ ⎤− −∇ ⋅∇ − =⎢ ⎥∂⎣ ⎦

r    (5) 
      on ( , , )z x y tζ=  
     1( )

2
U g

t
φ φ ζ φ φ∂⎡ ⎤− −∇ ⋅∇ = − + ∇ ⋅∇⎢ ⎥∂⎣ ⎦

r    (6) 
      on ( , , )z x y tζ=  
 

T R xδ ξ ξ= + ×
r r r r , 0 0 0 0( ) ( )U u yr i v xr j= − + +

r r r 는 임의의 지점
에서의 선박의 변위와 속도 이며, ζ 는 파의 높이 (wave 
elevation)이다. 선박의 속도는 일반적인 운동해석 프로그램에서 
전진속도 만을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조종운동 해석을 위해 y 방
향 속도와 z 방향 회전까지 고려한다. 편의상 전체 속도 포텐셜
을 균일류 포텐셜 ( (1)U x O− ⋅ =

r r ), 입사파 포텐셜 ( ( )I Oφ ε= ) 
및 교란파 포텐셜 ( ( )d Oφ ε= )로 분리 한다.  
 
 ( , ) ( , ) ( , )I dx t U x x t x tφ φ φ= − ⋅ + +

rr r r r    (7) 

 
위의 속도포텐셜을 경계조건에 넣고 정리하면 선형화된 경계조
건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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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I
j j j

j
n m

n t n
ξφ φ

ξ
=

∂⎛ ⎞∂ ∂
= + −⎜ ⎟

∂ ∂ ∂⎝ ⎠
∑  on BS   

    1 2 3( , , ) 0m m m =                          (8) 
    4 5 6( , , )m m m n U= ×

rr  

 
d d

dU
t z
ζ φζ∂ ∂

− ⋅∇ =
∂ ∂

r    on 0z =                      (9) 
     d

d dU g
t
φ φ ζ∂

− ⋅∇ = −
∂

r

 on 0z =              (10) 
 

운동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 . . . .[ ]{ } { } { } { }jk k F K j H D j R es jM F F Fξ = + +&&              (11) 
 

jkM  질량을 의미하며 . .F KF 는 Froude-Krylov 힘, . .H DF 는 교
란된 파와 선박 운동으로 발생하는 유체동역학적 힘, 그리고 

.R esF 는 복원력을 의미한다.  
 
2.2.2. 비선형 선박운동 문제 
 

선박 운동문제에서 비선형성에 대한 요인은 크게 자유표면의 
비선형성과 물체 형상의 비선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최근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은 선박 형상의 비선형성을 
주된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컨테이너선과 같이 선박의 
형상이 깊이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는 선박들에 적용될 수 있다. 
선박 형상의 비선형성을 고려하는 방법의 단계는 Table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Consideration of body nonlinearity 
 Froude-Krylov & 

Restoring Force Hydrodynamic Force

Linear method Calculated at  
mean body position 

Calculated at 
mean body position 

Weakly nonlinear 
method 

Calculated at 
exact body position 

Calculated at 
mean body position 

Body-Exact method Calculated at  
exact body position 

Calculated at  
exact body position 

 
물론, 전체 문제를 비선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매시간 마다 경계치 문제를 새로 만들
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용적인 목적
에서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약한 비선형 방법은 계산 시
간이 선형의 계산 시간과 많은 차이가 없고 비선형 운동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용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약한 비선형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비선형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linear . nonlinear . . nonlinear[ ]{ } { } { } { }jk k H D j R es j F K jM F F Fξ = + +&&  (12) 
 
선형 운동 방정식에서는 물체의 변위가 작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복원력이 물체의 변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복원력 계수를 상
수로 두어 계산한다. 반면 비선형 운동 방정식에서는 실제 입수
면적에 대한 복원력과 Froude-Krylov 힘을 계산하여 외력항에 
이를 적용한다. 비선형 복원력은 실제 위치의 수두 압력을 적분
한 값에서 정수 중 수두 압력을 적분한 값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 nonlinear , exact , mean{ } { } { }

( ) ( )
B B

Res j static j static j

e j m jS S

F F F

g z n ds g z n dsρ ρ

= −

= − ⋅ − − ⋅∫ ∫
  (13) 

   ( 1,2, ,6)j = L  
 
여기서 BS , BS 는 각각 선박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에서의 입
수면적을 의미한다.  

 비선형 Froude-Krylov 힘은 선형 입사파 포텐셜을 이용하여 
계산 한다. 수선면 아래쪽에서는 선형 입사파 포텐셜을 사용하
여 Froude-Krylov 힘을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며, 수선면 위쪽에
서는 z = 0에서의 선형 입사파 포텐셜을 파 높이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하여 계산한 후 Froude-Krylov 힘을 계산 한다.   
 

(1) z ≤ 0 
 sin( cos sin )kz

I
gA e kX kY tφ χ χ ω
ω

= + −              (14) 
(2) 0 < z < ζ 

 ( ) sin( cos sin )I
gAz kX kY tφ χ χ ω
ω

= + −              (15) 
 
위와 같이 주어진 포텐셜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적분하
면 다음과 같은 비선형 Froude-Krylov 힘을 얻을 수 있다.  
 

. nonlinear
1{ }
2B

Res j I j I I jS
F U n n dS

t
ρ φ φ φ

⎡ ⎤⎧ ⎫∂⎛ ⎞ ⎧ ⎫=− − ⋅∇ ⋅ + ∇ ⋅∇ ⋅⎨ ⎬ ⎨ ⎬⎢ ⎥⎜ ⎟∂⎝ ⎠ ⎩ ⎭⎩ ⎭⎣ ⎦
∫∫

r  (16) 
 
2.3. 조종운동 방정식 
 

선박의 조종운동은 다음의 4자유도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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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 ,Y , K , N 의 아래첨자 H , P , R  은 각각 선체, 프로펠러, 
타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을 의미하며 W 는 시간평균 표류력
을 나타낸다.  
 
2.3.1. 선체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 
 

선체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pot. lift visc.HF F F F= + +

r r r r               (18) 
 
여기서 pot.F

r 은 포텐셜 유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유체동역학적 힘
이며, liftF

r 는 선체의 양력, visc.F
r 는 양력을 제외한 추가적인 점

성 저항력을 일컫는다 (Lin 등, 2006). 이 힘들은 종래의 MMG 
모델에서 사용하는 방정식 항들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의 방정식은 Yasukawa (2006a)가 사용한 선체에 의한 유체동
역학적 힘을 나타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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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위의 식에서 0uX u& & , 0 0uX u r& , 0vY v& & , 0 0vY v r& 및 0rN r& & 은 관성력과 
관련이 있으며, pot.F

r 에 포함된다. 그리고 0vY v , 0rY r , 0vN v  및 
0rN r 는 조파저항과 양력에 관련이 있으며 pot.F

r 와 liftF
r  양쪽에 

포함된다. 나머지 2
0vvX v , 0 0vrX v r , 2

0rrX r , 3
0vvvY v , 2

0 0vvrY v r , 
2

0 0vrrY v r , 3
0rrrY r , 3

0vvvN v , 2
0 0vvrN v r , 2

0 0vrrN v r  및  3
0rrrN r 는 비

선형 항이며, visc.F
r 에 포함된다. 위의 식을 변형하면 아래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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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한 줄 밑줄로 표현된 항은 포텐셜 유동에 의해서 야
기되는 유체동역학적 힘, pot.F

r 을 나타내며, WISH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 할 수 있다. 두 줄 밑줄로 표현된 항은 선체에 의한 
양력, liftF

r 을 나타내며, 선박을 종횡비(aspect ratio)가 작은 평
판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그 외의 항은 추가적인 점성 
저항력이며, Yasukawa (2006a, 2006b)에 나온 실험값을 사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2.3.2. 프로펠러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 
 

프로펠러에 의한 추력은 다음과 같은 MMG 모델의 식을 사용
한다. 
 
   2 4(1 )P p P TX t n D Kρ= −

                                

(21) 
 
여기서 Pt , n , PD , TK 는 각각 추력감소계수, 프로펠러의 초
당 회전수, 직경, 추력계수를 의미한다.  
 
2.3.3. 타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 
 

타에 의한 유체동역학적 힘 또한 MMG 모델의 식을 사용하였
으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 sin
(1 ) cos

( ) cos

R R N

R H N

R R R

R R H H N

X t F
Y a F
K z Y
N x a x F

δ
δ

δ

= − −

= − +
= −
= − +                           

(22) 

 
여기서 δ , Rx , Rz 은 각각 타각, 타력의 x축 방향, z축 방향 작
용중심을 의미하며, Rt , Ha , Hx 은 선체와 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계수이다. NF 은 타직압력을 의미한다.  
 
 

2.3.4. 파에 의한 시간평균 표류력 
 

시간평균 표류력은 선박에 작용하는 힘들 중 2차항 힘의 평균
값으로 계산된다. 2차 힘의 평균값은 선형해의 제곱항들로 계산 
할 수 있으며, 선체에 작용하는 압력을 직접 적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시간평균 표류력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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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은 선박의 법선 벡터이며 1nr 과 2nr 는 1차, 2차 법선 벡터를 
의미한다. 계산에 필요한 각종 계수들은 Yasukawa (2006a, 
2006b)에 수록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였다. 
 
2.4. 내항·조종 연성방법 
 

내항운동은 파에 의해 진동하는 운동이며, 조종운동은 조종력
에 의해 천천히 변화하는 운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운동을 따로 계산하지만, 각 운동을 계산할 때 선박의 조종으로 
인한 위치변화 및 파랑으로 인한 운동이 서로 고려가 될 수 있도
록 연성하여 해석하였다.  

조종운동방정식의 외력항을 알고 있다면 시간 t 에서의 선
박의 속도( 0u , 0v , 0p , 0r )와 위치 ( 0X , 0Y , 0K , 0N )를 계
산할 수 있다. 계산된 선박의 속도 및 위치 사용하여 경계조건 
문제를 재정의 하며, 재정의된 경계조건 문제를 풀어서 선박의 
동요운동 및 시간평균 표류력을 계산한다. 조종운동방정식의 외
력에 경계조건문제를 풀어서 구한 유체동력학적힘( . .H DF )과 시
간평균 표류력을 대입하고 그 외의 외력을 계산하여 선박의 조
종운동을 풀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조종운동과 내항운동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된다. 
 

3. 수치계산 결과 
3.1. 비선형 선박운동 결과 
  

 Fig. 2는 S-175 컨테이너선의 시간에 따른 상하동요 및 종
동요운동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선
형의 결과가 좀더 작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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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linear and nonlinear motion history: S-175 

containership, 0.275, / 1.4, 0.08, 180Fn L kAλ χ= = = = °   
 

Fig. 3에서는 파의 기울기에 따른 상하동요와 종동요운동의 
계산 결과를 O' Dea(1992)의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계산 결과와 
실험값이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파의 기울기가 커질
수록 선박의 운동응답이 작아지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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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motion magnitude with respect to 

wave slope: S-175 containership, 0.275, / 1.4,Fn Lλ= =  
180χ = °   

 
3.2. 파랑 중 선회시험 결과 

 
파랑 중에서의 조종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델은 

S-175 컨테이너 선형로서, 모델은 Fig. 4과 같다. 계산에 적용
된 주요재원은 Table 1와 같다.  

 
X Y

 
Fig. 4 Panel model of S-175 Containership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S-175 containership 

Model S-175 containership 
      Hull particulars 

Length, Lpp 175.0 m 
Breadth, B 25.4 m 
Draught, d 9.5 m 

Block coefficient, CB 0.572 
Displacement 24,739 ton 
Roll period, TΦ 20.08 sec 

      Propeller particulars 
Diameter, DP 6.507 m 

Pitch/Diameter ratio, p 0.73 
      Rudder particulars 

Area, AR 32.46 m2 
Aspect ratio, 1.83 

 
Fig. 5와 Fig.6은 규칙파가 90°와 180°로 입사하는 경우 우현

선회 궤적을 나타낸 것으로, 선형 운동계산결과 및 비선형 운동
계산결과를 Yasukawa와 Nakayama (2009)의 실험결과와 비교
하고 있다. 선박길이에 대한 파장의 비가 각각 0.7, 1.0, 1.2이
며, 파장이 짧을수록 파의 기울기가 커지는 경우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결과와 계산결과에서 모두 파의 진행방향
뿐만 아니라 파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선회궤적이 표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장이 짧을수록 선회궤적이 표류되
는 정도가 커지는데, 이는 파장이 짧을수록 선박의 측면으로 작
용하는 시간평균 표류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형 계산결과와 비선형 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선형 계
산 결과가 선형 계산결과에 비해 실험 결과와 더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파장이 짧을수록, 즉 파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선형 계산결과와 선형 계산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은 파장변화에 따른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의 선형 계산
결과와 비선형 계산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한 것이다. 계산된 결
과가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진거리와 전
술직경 역시 비선형 계산 결과가 선형 계산결과에 비해 좀더 나
아진 결과를 나타낸다.  

Fig. 8은 선장에 대한 파장의 비가 0.7인 규칙파가 선박의 측
면에서 입사하는 경우에 우현선회 하는 선박의 전체 속도, 표류
각, 선수각속도, 상하동요운동을 시간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계산 결과가 실험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을 잘 따르고 있으며, 파
랑기진으로 인한 운동에 의한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실
험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계산결과가 시간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산된 선수각속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며, 횡동요 모멘트
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방법을 도입한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된
다. 선형과 비선형 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선형 결과가 시간
지연 측면에서 좀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비선형 계산이 
좀더 정확한 횡동요 모멘트 결과값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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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7 ( 0.090)L kA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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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0 ( 0.063)L kA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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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1.2 ( 0.052)L kAλ = =  

Fig. 5 Comparison of starboard turning trajectories in regular 
waves: S-175 containership, 0.15Fn = , 90χ = ° , 35δ = − ° , 

/ 0.01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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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0 ( 0.063)L kA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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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starboard turning trajectories in regular 

waves: S-175 containership, 0.15Fn = , 180χ = ° , 35δ = − ° , 
/ 0.01A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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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vance and tactical diameter in beam sea ( 90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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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dvance and tactical diameter in head sea ( 180χ = ° ) 

Fig. 7 Comparison of advance (AD/L) and tactical diameter 
(DT/L): S-175 containership, Fn = 0.15, δ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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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a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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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eave motion 

Fig. 8 Comparison of time histories in regular waves: : S-175 
containership, 0.15Fn = , 90χ = ° , / 0.7Lλ = , 35δ = − ° , 

/ 0.01A L =  
 
3.3. 파고에 따른 선회시험 결과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파고에 따른 선회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9는 선장에 대한 파장의 비가 0.7인, 파
고가 각기 다른 규칙파가 S-175 컨테이너선의 정면에서 입사하
는 경우에 좌현 선회하는 선박의 선회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고가 클수록 선회궤적은 많이 표류됨
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파고에 대한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의 변화를 나타내
고 있다.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진거리와 전술직경은 선형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파고 에서는 정수 중의 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을 사용한 대
파고 에서의 선박조종운동 계산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나타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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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nlinear computation of port turning trajectories 
regular waves: S-175 containership, 0.15Fn = , 180χ = ° , 

/ 0.7Lλ = , 35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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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Nonlinear computation of advance (AD/L) and tactical 

diameter (DT/L): S-175 containership, 0.15Fn = , 180χ = ° , 
/ 0.7Lλ = , 35δ =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 방법을 사용한 대파고 

중에서의 선박의 조종성능 해석에 대하여 다루었다. 비선형 선
박운동에 대한 검증을 위해 파의 기울기에 따른 선박의 운동을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S-175 컨테이너선의 규칙파 중에
서의 선회시험을 선형 및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파고에 따른 
선회시험을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다음의 결론들을 얻었다.  
 비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을 사용한 파랑 중 조종성능 해석이 
선형 선박운동 계산방법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좀 더 실험값
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파고 일수록 정수중에서의 조종성능과는 차이를 커짐을확인
하였다. 파고가 커질수록 선회궤적이 더 많이 밀려나며, 전진
거리와 전술직경이 파고에 따라서 비교적 선형적으로 변하였
다.   

 계산결과의 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선박의 횡동요 모멘
트의 정도 높은 계산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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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선의 항주 속도에 따른 수평면 동적안정성 판별
Dynamic stability of a high speed vessel in horizontal plane 

김동진, 유영준, 이재훈, 고진용, 이기표(서울대학교)
Dong-Jin Kim, Young-Jun You, Jae-Hoon Lee, Jin-Yong Go, Key-Pyo 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고속선은 항주 속도에 따라 연직면 자세 변화가 심하고 선체 주위의 유동 분포가 급격히 변화한다. 따라서 일반 배수량형 선박
과 달리 수평면 동적안정성 특성이 속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mi-displacement round bilge 타입의 고속
선 모형을 대상으로 실험적 방법에 의해 속도에 따른 동적안정성을 추정하였다. Froude 수 0.16부터 0.80까지의 범위에서 예인 
속도 별 연직면 항주 자세를 계측하고 이 자세를 고정시켜서 정적, 동적 구속 모형시험을 실시하면서 수평면 힘과 모멘트를 계측
하였다. 모형 시험 결과에서 필요한 유체력 미계수를 추출하고 sway, yaw 감쇄력의 압력중심 위치 변화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동
적 안정성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고속선 모형의 경우 낮은 Froude 수 영역에서는 sinkage가 감소하면서 선
수부 침수 면적이 커서 압력중심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Froude 수 0.64 이상에서는 sinkage가 다시 양
으로 증가하고 trim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선수부 침수 면적이 감소하여 sway, yaw 감쇄력의 작용점이 후방으로 이동하고 
sway-yaw 연성 방정식 두 극점의 실수부가 음이 되면서 동적안정성을 확보하게 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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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선은 항주 시 속도에 따라 자세 변화가 크고 선체 주변의 

동압력 분포가 급격히 변화한다. 따라서 고속선의 동적안정성을 
판별할 경우에는 일반 배수량형 선박과 달리 속도 및 대응되는 
항주 자세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에 고속선의 침로불안
정성에 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해 Cohen& Blount 
(1986), Yasukawa et al.(2006) 등의 국외 연구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Lee et al.(2010), Rhee et al.(2010)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Rhee et al.(2010)에 이어 수행되는 연구이며 동일한 
semi-displacement형 고속선 모형을 대상으로 속도에 대한 연직
면 항주 자세를 계측하고 각 속도 별 조종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로서 sway와 yaw가 연성된 선형방정식의 유체력 미계수를 추출
하여 극점의 실수부 부호를 통해 동적안정성을 판별하였다.

2. 모형시험의 개요
2.1 고속예인시스템

모형시험은 서울대학교 선형 시험 수조의 고속전차 및 예인전
차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은 최근에 제작된 고속전차로 
중량은 약 600kg이고 서보모터 출력을 이용한 와이어 예인 방식
으로 최고 속도는 9.5m/s이다. 

Fig. 1 High speed towing carriage in SNU 
towing tank

2.2 모형선
대상 모형선은 워터젯 추진 고속선으로 설계된 semi- 

displacement round bilge 타입의 선형이다. 모형선의 body plan
은 Fig. 2와 같다.

Fig. 2 Body plan of a model ship

워터젯 추진 고속선이기 때문에 선미에 프로펠러 축 등의 부
가물이 없으며 거의 평판에 가깝다. 선형의 주요 무차원수는 
Table 1과 같다.

Particulars Non-dimensional value
L/B 6.21
B/T 2.7
 0.468

Table 1 Main particulars of a model ship

Fig. 3은 항주 자세 계측 시험의 경우 계측 장치에 셋팅된 모
형선의 측면 사진이다.

Fig. 3 Model test set up

2.3 시험 조건
모형 시험은 Froude 수 0.16~0.80 의 범위에서 속도 별 연직

면 항주 자세 계측 시험, 정적 구속 시험, 동적 구속 시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속 시험의 경우 각 속도 별로 계측된 연직면 자세
를 고정한 후 예인하면서 수평면 상의 힘과 모멘트를 계측하였
다. 구체적인 시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시험 종류 계측값 편류각 Froude No.
자세 계측 시험 sinkage, 

trim - 0.16, 
0.32, 
0.48, 
0.64, 
0.80

사항시험 Y, N 0°, 2°, 
4°

순수선수동요시험 Y, N -

Table 2 Test conditions

3. 모형시험 결과
3.1 자세계측시험

Table 2와 같이 Froude 수 0.16부터 0.80까지 다섯 가지 속
도에 대해 연직면 항주 자세 계측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sinkage와 trim 계측 값을 Froude 수에 대해 그래프로 나
타내면 Fig. 4, Fig. 5와 같다. Fig. 4에서 sinkage는 모형선의 
전장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Fig. 4 Sinkage with Froude number

Fig. 5 Trim with Froude number

그래프에서 둥근 점과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계측된 값이고 마름모 점들은 Rhee et al.(2010)의 연구에서 동
일한 선형에 대해 Froude 수 1.3까지 계측하였던 sinkage, trim 
결과이다.

3.2 사항시험
3.1절에서 속도별로 계측된 연직면 항주 자세를 고정하고 편

류각을 0, 2, 4°로 변경하면서 사항시험을 실시하였다. 사항시험
에서 횡속도 v에 대해 계측된 sway 힘과 yaw 모멘트는 Fig. 
6-10과 같다.

Fig. 6 Y and N with lateral velocity (Fn=0.16)

Fig. 7 Y and N with lateral velocity (Fn=0.32)

Fig. 8 Y and N with lateral velocity (Fn=0.48)

Fig. 9 Y and N with lateral velocity (Fn=0.64)

Fig. 10 Y and N with lateral velocity (Fn=0.80)



Fig. 13 Pure yaw test result (Fn=0.32)

사항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한 유체력 미계수 ′, ′를 
Fig. 11-12에 도시하였다. Froude 수가 커질수록 ′는 증가하
며 ′는 증가하다가 trim이 급격히 커지면서 선수부 침수 면적
이 작아지는 Froude 수 0.48이상에서 다시 감소한다.

Fig. 11 ′ with Froude number

Fig. 12 ′ with Froude number

3.3 순수선수동요시험
순수선수동요시험은  PMM 시험 장치의 주파수를 0.1Hz로 하

고 역시 항주 속도에 대응하는 연직면 자세를 고정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순수선수동요시험 시 선체가 받는 sway 힘과 yaw 
모멘트 계측 항은 식 (1)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1)

좌변의 시간에 대해 계측한 힘과 모멘트, 그리고 우변의 , 
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므로 식 (1)를 행렬식으로 정리한 후 최
소자승법으로 유체력 미계수들을 구할 수 있다. 한 예로 Froude 
수 0.32일 때 sway 변위, yaw 각변위, sway 힘, yaw 모멘트의 
결과는 Fig. 13과 같으며 각 Froude 수마다 결정된 유체력 미계
수 ′, ′은 Fig. 14-15에 도시하였다.

Fig. 14 ′  with Froude number

Fig. 15 ′  with Froude number

4. 수평면 동적안정성 판별
4.1 수평면 좌표계 및 운동방정식

수평면 3자유도 조종운동방정식을 기술하기 위한 좌표계는 
Fig. 16과 같으며 공간고정좌표계와 선박의 무게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물체고정좌표계로 구성된다. 물체고정좌표계는 선수, 우현



이 각각 x, y축의 양의 방향인 우수좌표계이다.

Fig. 16 Coordinate system

Surge, sway, yaw 3자유도 수평면 운동방정식을 전개하면 식 
(2)와 같으며 외력을 테일러 전개하고 선형화하면 식 (3)과 같다.

  
 
 

(2)

 
  

 


   


    

  

(3)

4.2 동적안정성 판별식
대상 선박이 동적안정성을 가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횡속도 

v와 선수동요 속도 r이 0으로 수렴해야 한다. 식 (4)에서 surge 
방정식은 전후 속도와 가속도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제외하고 v, 
r을 미지수로 가지는 sway, yaw 연성방정식만을 고려하면 된다. 
미지수 v, r을 식 (4)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4)

Sway, yaw 연성 미분방정식에 식 (4)를 대입하여 안정성 지
수 σ에 대한 2차 특성 방정식을 식 (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5)

안정성 지수 σ가 0보다 작으려면 A, B, C가 모두 0보다 커야 
한다. 유체력 미계수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A와 B는 항상 0

보다 크며 C의 부호가 0보다 크려면 식 (6)을 만족해야 한다.

 





      (6)

식 (6)의 두 항은 각각 물리적으로 yaw 감쇄력와 sway 감쇄력
의 압력중심 위치이다.

4.3 대상 모형선의 동적안정성
대상 선박의 정적, 동적 구속모형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속도

별 yaw 감쇄력 및 sway 감쇄력 압력중심 위치를 구하고 식 (6)
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17과 같다.

Fig. 17 stability lever ′, ′

그래프에서 사각형 점은 모형선의 무게중심, 즉 원점으로부터 
yaw 감쇄력의 작용점  , 삼각형 점은 sway 감쇄력의 작용점 
의 위치이다. 모든 길이는 모형의 전장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양
의 값은 무게중심으로부터 선수 쪽으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가장 저속인 Froude 수 0.16일 때는 가 거의 F.P. 위치에 
존재하며 도 상당히 선수 쪽에 치우쳐 있다. 가 보다 작으
므로 동적안정성이 없는 상태이다. Froude 수가 증가할수록 
가 무게중심 쪽으로 이동하고 은 약간 증가하였다가 Froude 
수 0.48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형상이다. Froude 수 0.80일 
때는 가 보다 커지며 동적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모형 시
험의 결과에 의하면 대상 선박은 저속에서 동적 안정성이 없지만 
고속 영역, 즉 Froude 수 약 0.7 이상부터 동적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roude 수 1.19일 때 ′는 Rhee et 
al.(2010)의 연구를 참고하면 약 -0.18, 즉 무게중심으로부터 선
미 방향으로 0.18L 정도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 Froude 수 
0.80까지 구한 ′  값 감소 경향의 연장선 상에 위치한다. 보다 
고속 영역에서 대상 선박의 동적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고
속 예인 시스템에 동적 구속 시험 장치를 추가하여 의 위치까
지 계측하고 식 (6)의 부호를 구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일반 배수량형 선박은 설계 속도가 중저속 영역이며 운항 속

도 변화나 그에 따른 자세 변화가 작다. 하지만 고속선의 경우에
는 속도 및 항주 자세 변화가 크며 선체 주위의 유동 분포가 급
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동적 안정성 특성도 속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고속선 모형을 대상으로 Froude 수 
0.16-0.80 영역에서 자세 및 유체력 계측 시험을 실시하고 속도 
별 동적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판별하였다.

우선 고속 예인전차를 이용하여 속도 별 연직면 항주 자세 계
측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매 속도마다 항주 자세를 고정한 
상태에서 정적, 동적 구속 모형 시험을 실시하여 수평면 상의 힘
과 모멘트를 계측하고 유체력 미계수를 추출하였다. 얻어진 미계
수로 sway 감쇄력과 yaw 감쇄력의 작용점 위치를 계산하고 안정
성 판별식을 통해 동적 안정성을 추정하였다. 모형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낮은 Froude 수에서는 불안정하다가 Froude 수 
0.70이상이 되면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Froude 수 0.80은 고속이지만 대상 선박의 설계 속도에는 미
치지 못하므로 추후에는 고속 예인전차에 동적 구속 시험 장치를 
추가하고 모형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속도 근방에서의 동적 안정
성을 추정하여야 하며, 수평면 3자유도 운동에 roll 운동을 추가
로 연성하여 보다 정밀한 안정성 판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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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한국선급), 이강수(한국선급), 김만응(한국선급), 신현경(울산대학교)

요 약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와 되면서 녹색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람을 에너지로 하는 풍력발전기는 높은 발전효율
을 위하여 양질의 바람을 찾아 육상에서 해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얕은 수심에서의 고정식타입의 해상풍력발전기
가 설치되고 있으며, 나아가 더 강하고 질 좋은 바람을 찾아 심해에서의 부유식 풍력발전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문
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5MW급 Spar타입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의 운동성능을 파악하였다.

수치해석 모델은 NREL에서 공개한 OC3Hywind이며 운동해석 S/W로는 ANSYS의 AQWA를 사용하였다. 운동해석 결과는 실
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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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석유값

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바람을 에너지로 이
용하는 풍력발전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의 진전을 보이며 
발전단가가 기존의 화력발전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Lee et al. 2006) 

육상풍력은 일정량 이상의 바람과 넓은 공간이 필요해 설치장
소가 한정되고 육상의 Blade 이송 한계(2.5 Mw일 경우 Blade 길
이 83m)로 인한 대형화가 곤란하며 엄청난 소음이 발생해 민원
이 제기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해상에서는 용지확보가 쉽
고 지속적이고 강한 바람을 얻을 수 있으며 육상풍력보다 고속
화, 대형화가 가능하고 소음공해로부터 자유롭다. 현재의 해상 
풍력발전기 기술은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더 먼 바다로 나간다면 바람의 질이 좋아지
고, 구조물을 해저면에 직접 고정시키면서 생기는 환경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요건 (육지 면적이 좁아 인구밀도가 높은
데 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 또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부유식 구조물을 이용
한 해상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일
반적으로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출력성능, 하중, 소음, 전력품질 등이 있다. 이들 4가지는 
국제 전기 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 otechnical Commission, 
IEC)의 규격을 따른다. 그러나 풍력발전기가 부유식으로 해상에 
설치된다면 풍력발전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구조물의 파랑 및 
바람중의 운동성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부유식 해양구조물의 운
동성능은 구조물의 목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QWA를 사용하여 운동해석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치해석 모델 그리고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하
였다. 

2. 해석모델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설계

한 OC3-Hywind system의 운동성능을 확인 및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성능 해석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대
상 부유식 풍력발전기의 주요제원(Jonkman2009, Jonkman 등 
2009)은 Table 1과 같다.

Item Prototype
Total Structure Mass 8,066,048kg

Draft 120m
Location of Center of Mass 

(from Bottom) 41.9987m
Roll Inertia 6.8E+10 kg·m 2
Pitch Inertia 6.8E+10 kg·m 2
Yaw Inertia 1.9E+10 kg·m 2

Table 1 Floating wind turbine properties

Item Prototype
Water Depth 320m

Turbine Power 5MW
Rotor Diameter 126m
Hub Diameter 3m
Tower Height 77.6m

Tower top Diameter 3.87m
Tower base Diameter 6.5m

Platform Height 130m
Platform top Diameter 6.5m

Platform base Diameter 9.4m

Table 2는 풍력발전기의 계류시스템의 제원을 나타낸다.

Item Prototype
Number of Mooring Lines 3

Mooring Force on the Platform 163,900N
Length 902.2m

Mooring Line Diameter 0.09m
Equivalent Mooring Line Mass Density 77.7066kg/m

Equivalent Mooring Line Weight 698.094N/m
Mooring Point (from Bottom) 50m

Table 2 Mooring system properties

Fig.1 은 OC3 hywind model을 AQWA에서 modeling한 것이
다. 전체 질량에 대한  것을 PMAS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부여하
기 때문에 Tower상부는 Modeling을 하지 않았다.

Fig. 1 Simplified Model using AQWA

3.수치해석
수치해석은 AQWA프로그램의 LINE과 FER을 이용해 수행하였

다. AQWA-LINE은 구조물을 여러개의 패널로 표현하여 해석하
며 Source distribution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각 Source가 
패널의 중심에 있고, 프로그램은 경계조건에 대해 Source의 강
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수치해석의 가정으로는 이상유체, 비회
전성, 비압축성 그리고 비점성이다. 그리고 표면장력은 고려하지 
않으며 운동의 크기와 속도는 작다고 가정한다.(태성에스엔이
2010)



지배방정식(라플라스방정식)은 식(1)과 같다.

∇   (1)

부유체모델의 포텐셜은 포텐셜 중첩법으로 식(2)와 같다.

  
  



    (2)

식(2)의 는 부유체의 6자유도, 는 Incoming wave, 
는 diffraction에 대한 항이다.

경계조건은 Laplace equation, Sea bed, Free surface, 
Kinematic, Radiation 그리고 Symmetric or anti-symmetric 조건
이 사용된다.

AQWA-FER는 Frequency domain 해석 프로그램으로 불규칙
파에서의 Significant response를 계산한다. 불규칙파에서의 스
펙트럼은 식(3)과 같다.



 

 (3)

4. 결과 및 결과 분석
해석은 Head sea에서의 RAOs를 구하였다.(신현경2009) 그 

중에서 풍력발전기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Heave와 Pitch 
Motion에 대해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4.1 Heave RAO
Heave RAO는 수치해석 전에 식(4)를 이용하여 Peak 

Frequency를 계산하였다. 

  



    (4)

이 계산은  ≈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다. 이 계
산에 따르면     이다.

Fig.2은 수치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Ansys AQAW는 LINE, 
LIBIRIUM, FER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 RAO의 Peak 
frequency를 비교해보면 AQWA는 0.197rad/s, UOU의 수치해석
결과는 0.209rad/s 그리고 NREL의 FAST는 0.17rad/s를 나타내
었다. 수 계산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AQWA의 결과가 가장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Numerical analysis results about Heave RAO

Fig.3는 모형실험결과와 AQWA의 Heave RAO결과를 비교하
였다. Peak frequency는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Peak 
RAO는 AQWA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Fig.2의 결과를 볼 때 
다른 수치해석모델에서는 AQWA의 Peak RAO가 실험 결과와 가
장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Comparison modeltest with AQWA (Heave RAO)

Fig. 4은 수치해석과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Fig.4에서 볼 수 
있듯이 AQWA의 결과는 두 수치해석 결과 사이에서 나타나며 실
험결과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Heave RAO Results

4.3 Pitch RAO
Pitch RAO의 수치해석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Peak Frequency와 전체적인 RAO의 경향은 FAST의 
결과와 AQWA가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계산결과의 RAO 
Peak frequency를 비교해보면 AQWA는 0.217rad/s, FAST는 
0.21rad/s, UOU의 수치해석은 0.261 rad/s로 계산되었다.

Fig. 5 Numerical analysis results about pitch RAO

Fig. 6는 실험 결과와 AQWA 결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Pitch 
RAO에서는 실험결과보다 AQWA의 결과가 약간 저주파 대역에
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적인 경향은 비
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모형실험 결과의 Peak 
Frequency는 0.22rad/s로 AQWA의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Comparison modeltest with AQWA (Pitch RAO)

Fig. 7은 수치해석의 결과와 실험결과를 모두 나타내었다. 앞
서 비교한 것과 같이 Pitch RAO의 전체적인 경향은 AQWA의 결
과가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Peak frequency영
역을 제외한 0.25rad/s이상에서는 수치해석결과가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3개의 풍력발전기 해석으로 개발된 
FAST와도 가장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7 Pitch RAO Results

6. 결언
 본 논문에서는 IEA TASK 23 OC3에서 사용한 Catenary 

Mooring line을 갖는 spar 형상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 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다른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AQWA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수치해석결과와 모형실험과 
상당부분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Heave의 결과는 수 계산결과에 AQWA가 가장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과해석을 통해 Heave는 0.2rad/s Pitch는 0.22rad/s 에
서 공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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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형 FPSO 의 운동성능 향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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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FPSO 시장에 신선형 FPSO 로서 고비용의 터렛 (Turret)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실린더형 FPSO 가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실린더형 FPSO 는 전통적인 FPSO 에 비교해서 
긴 종동요 (Pitch) 및 횡동요 (Roll) 고유주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작은 수선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상하동요 (Heave) 고유주기 또한 길게 가져므로서 우수한 운동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에서는 S-Line 이라 불리는 실린더형 FPSO 를 개발하였다. S-Line 의 특징은 
수선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흘수선 근처의 단면을 절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선면적의 감소를 통해, 상하동요 고유주기를 파도 주파수와 비교해서 멀리 떨어진 
저주파수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WAMIT 을 이용한 선형 계산의 결과, S-Line 은 개발 
목적에 맞게 전통적인 FPSO 에 비교해서 감소된 상하동요, 횡동요 및 종동요 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Line 의 운동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SSMB(Samsung Ship 
Model Basin)와 MOERI(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해양공학수조에서 2 차에 걸쳐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에 기초한 실린더형 FPSO 의 운동성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S-Line 은 개선된 상하동요 응답 특성 때문에 SCR 
(Steel Catenary Riser)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검증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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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FPSO 시장은 전형적으로 선박 형태의 FPSO와 박스 형상의 

Barge형태의 FPSO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FPSO들은 기본적
으로 주요 환경 외란 방향에 대해 선수가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내
부 또는 외부에 터렛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신선형 FPSO로서 고비용의 turret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실린더형 FPSO가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실린더형 FPSO
는 전통적인 FPSO에 비교해서 긴 종동요 및 횡동요 고유주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작은 수선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상하동요 고
유 주기 또한 길게 가져므로서 우수한 운동 특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졌다. 또한, 실런더형 FPSO는 전통적인 FPSO에 비교해
서 상대적으로 작은 길이 때문에 호깅/새깅 연직 굽힘 모멘트
(VBM)의 관점에서 좋은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S-Line이라 불리는 실린더형 FPSO를 개발

하였다. S-Line의 특징은 수선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흘수선
근처의 단면을 절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선면적의 감소를
통해, 상하동요 고유주기를 파도 주파수와 비교해서 멀리 떨어
진 저주파수로 이동시키고자 하였다. WAMIT을 이용한 선형 계
산의 결과, S-Line은 개발 목적에 맞게 전통적인 FPSO에 비교
해서 감소된 상하동요, 횡동요 및 종동요 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Line의 운동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SSMB와
MOERI 해양공학수조에서 2차에 걸쳐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모형시험과 수치해석에 기초한 실린더형 FPSO의

운동성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개
발한 S-Line은 개선된 상하동요 응답 특성 때문에 SCR (Steel 
Catenary Riser)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검증되어졌다. 

 
2. S-Line의 개요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S-Line은 기본적으로 mono column 

형태이고 0.9Mbbls의 저장 용량을 가지며, 주요 제원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S-Line의 특징은 Figure 1에 도시한 것처럼, 수선면적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흘수선 근처의 단면을 절개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S-Line은 원형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 외란의 입
사각에 종속되지 않는다. 

 
S-Line이 흘수선 근처를 부분적으로 절개한 형상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는 상부 갑판에서 선저까지 4방향에서 긴급 탈출 통
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선면적의 감소를 통
해 상하동요 고유주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Table 1 Main dimensions of S-Line 

Items Unit S-Line, Full-load 
Main Diameter m 92.0 

Diameter at draft line m 80.0 
Diameter at Main Deck m 110.0 

Draft m 30.0 
Displacement Ton 207,000 

LCG m 0.0 
TCG m 0.0 
VCG m 23.0 
GM m 4.3 
Kxx m 26.6 
Kyy m 26.6 
Kzz m 30.2 

 

 
Figure 1 3-D Drawing of S-Line 

 
원형 형상을 가지는 mono column의 플랫폼들이 최근 수년간 

개발되어왔다. 특히, 노르웨이의 SEVAN Marine에서는 실린더형 
선체를 가진 실제 해상에 투입된 SEVAN CFPSO를 개발하였고, 
미국의 SSP offshore에서도 또한 mono-column의 원형 형상의 
platform을 개발하였다. 

 
S-Line은 연직 운동의 부가질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저부

에 큰 빌지 박스를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증가된 부가질량은 
연직운동의 고유주기를 보다 길게 만들게 된다. 

 
이러한 설계 특징을 통해, S-Line은 상하동요, 횡동요 및 종

동요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SCR 라이저의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SCR의 사용은 전통적인 FPSO에 비교
해서 S-Line의 현저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선형 해석 결과 
 

개발된 S-Line의 운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WAMIT을 이
용하여 선형 운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3016개
의 요소수를 가지는 S-Line를 Figure 2에 도시하였다. 계산된 
S-Line은 주선체로부터 10m 도출된 빌지 박스를 가지고 있다. 

 

XY

Z

X

Y

Z

S-Line, Full-load condition

Td=30.0m
No. of Element = 3016

 
Figure 2 Panel arrangement of S-Line at full-load 

 
수선면적의 감소에 따라, 상하동요 고유주기는 해상 파도 주

파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주파수로 이동되어지며, WAMIT을 이
용한 선형해석의 결과, S-Line이 전통적인 FPSO에 비교해서 감
소된 연직 운동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는 CoG에서의 상하동요 및 종동요 RAO를 나타내

었고, 상하동요 고유주기는 약 19.5초, 종동요 고유주기는 약 
36초로 평가되었다. 두 고유주기들은 해상 파도 주기와 멀리 떨
어져있기 때문에 해상 파도 조건에서 운동 응답은 당연히 매우 
작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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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eave and Pitch RAO of S-Line at full-load 

 
4. 1차 모형시험 

 
개발된 S-Line의 운동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SSMB에서 수

평 계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1차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Photo 1에는 제작된 S-Line의 모형선을 도시하였다. 
 

 
Photo 1 model ship of S-Line 

 
Table 2에는 운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형시험에 사용된 

북해 해역의 파도 조건을 도시하였다. 
 

Table 2 Environment conditions of 1st model test 
Items Unit 1-year (W2) 100-years (W4)
Hs m 10.0 16.0 
Tp m 14.0 17.0 

Gamma  2.0 3.0 
 

Photo 2는 100년 주기 파도 (W4)의 선수파 조건에 대한 모
형시험 장면이다. 

 

 
Photo 2 Test snapshot for 100-yrs wave of S-Line at full-load 

 
Figure 4는 100년 주기 파도 조건에서 얻어진 모형시험의 상

하동요 RAO와 WAMIT을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모형시힘과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연직운동 RMS를 
Figure 5에 비교 도시하였다. 

 
비교한 것처럼, 상하동요 운동에 있어서는 선형 해석의 결과

와 모형시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동



 

 

요에 있어서는 모형시험의 결과가 선형 수치해석의 결과에 비교
해서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파도의 2차 비선형 영향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횡동요의 경우도 파라메트릭 비선형 현
상이 발생되었지만,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종
동요에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 응답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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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eave RAOs compared with numerical and experimen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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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ertical motions RMS compared with numerical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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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with motion response spectra and wave spectrum 

in model test for 100-years wave condition 
 
Figure 6의 응답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매우 큰 2차 종동요 

운동 응답이 입사 파도가 존재하지 않는 종동요 고유주기 근처

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과대한 종동요 응답은 파도의 2차 비선형성 또는 종동

요 고유주기의 반이 되는 주기 근처에서 발생하는 상하동요 응
답에 의해 유기된, 전형적인 Mathieu type instability로 알려진 파
라메트릭 종동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과대한 2차 종동요 응답에 대해서, Liu [1]는 심흘

수 플랫폼에서의 2차 운동과 파라메트릭 종동요를 비선형 공진 
응답의 관점에서 OMAE 2010에 발표하였고, Voogt [2]는 
semi-submersible에서의 파도중 저주파수 운동 응답에 대해서 
ISOPE 2002에 발표하였다. 

 
5. 2차 모형시험 

 
S-Line의 과대한 2차 종동요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두가지 종류의 빌지 박스를 가지고 MOERI 해양공학수조와 
SSMB 에서 2차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두가지 종류의 빌지 박스는 경사진 형태의 11m 폭의 빌지박

스와 15m 폭의 빌지 박스이다. 
 
MOERI 해양공학수조에서 바닥 계류계를 가지고 수행된 모형

시험을 통해 S-Line의 운동 성능과 계류 성능을 검증하였고, 
SSMB에서 수행된 모형시험을 통해 15m 폭의 빌지 박스를 가
지는 경우의 운동 성능을 검증하였다. 

 
MOERI에서 수행된 모형 시험에서는 바람 (Wind), 조류 

(Current), 파도 (Wave)의 모든 환경 외란을 고려하였고, 사용된 
환경 조건은 Table 3에 도시하였다. SSMB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은 파도만 고려한 CWW4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Table 3 Environment conditions for MOERI test 

  1-year 100-years 
Items Unit CWW2 CWW4 CWW4-1
Hs m 10.0 16.0 16.0 
Tp m 14.0 17.0 17.0 

Gamma  2.0 3.0 3.0 
     

Wind Speed m/sec 28.0 31.5 31.5 
Current Speed m/sec 0.6 0.6 0.6 

     
Wave heading deg. 180 180 225 
Wind heading deg. 180 180 180 

Current heading deg. 180 180 180 
 
Photo 3은 바닥 계류 상태에서 수행된 모형시험 장면과 외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Photo 3 Test and environment setup for MOERI test of S-Line 

 
Figure 7 13-Mooring line arrangements of 4-directions 

 
Figure 7은 S-Line에 적용된 네방향으로 설치되는 계류 라인

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시험에서는 네방향에 설치되는 각각의 
계류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모사하여 사용하였다. 

Photo 4는 네 방향에 대해서 바닥 계류 라인이 설치가 완료
된 상태의 S-Line의 모형시험 준비 장면이다. 계류 라인의 길이
는 MOERI 해양공학수조의 수심에 맞추어 실제보다 짧게 하였다. 

 

 
Photo 4 Model setup with bottom mooring of 4-direction 

 
설치된 바닥 계류 라인에 의한 전후 동요 (Surge) 고유주기는 

약 132초로 계측되었다. 
 
본 실험에 앞서, 바람과 조류 하중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였고, 

Figure 8은 계측된 환경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Photo 5는 Table 4에 도시한 CWW4의 100년 환경 조건에
서의 모형시험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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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asured environment loads of S-Line with tapered Bilge Box 

 

 
Photo 5 Test scenery for 100-years environm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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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asured maximum tensions in mooring lines at full-load for S-

Line with tapered bilge box 
 
Figure 9는 각 환경 조건에 따른 모형시험에서 계측된 하나의

계류 라인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낸 것이고, 최대 약 800톤의 
응력이 작용하였다. 

 
SSMB에서 실시된 1차 모형시험에서 발생한 과대한 2차 종

동요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된 경사진 빌지 박스를 적용
하여 MOERI에서 실시한 2차 모형시험 결과, Figure 10에 도시
한 것처럼 아직도 2차 종동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Figure 11에 도시한 RMS 비교 결과와 같이, CWW4
의 100년 환경조건에서의 종동요 RMS는 2.7도로서 1차 모형시
험에서 나타난 3.4도 보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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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arison of pitch response spectra at full-load for S-Line 

with tapered bilg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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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 of vertical motion RMS values at full-load for S-

Line with tapered bilge box 
 
S-Line의 종동요 응답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종으로 고려된 

15m 폭의 빌지 박스를 적용하여 SSMB에서 모형 시험을 실시
하였다. Photo 6은 15m 폭의 빌지 박스를 가진 S-Line 모형선
을 도시한 것이다. 

 

 
Photo 6 Model of S-Line with 15m bilge box for SSMB test 

Photo 7은 SSMB에서 수평 계류계를 가진 상태에서 실시한 
15m 빌지 박스를 가지는 S-Line의 모형시험 장면이다. 

 

 
Photo 7 Test scenery for 100-years wave of S-Line with larger bilge box 

of 15m at full-load 
 
MOERI와 SSMB에서 실시한 모형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운동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비교 결과를 Figure 12에 도시하였고, 운
동 RMS에 대한 비교 결과를 Figure 13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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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mparison of pitch response spectra for S-Line with two-

kinds of bilg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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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 of vertical motion RMS values for S-Line with two-

kinds of bilge box 
 



 

 

비교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15m의 빌지 박스를 적용한 경우
에 종동요 RMS가 약 15%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
도에 의한 2차 비선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2차 종동요 응답을 완
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상하동요에 있어서는 15m 빌지 박스
를 가지는 경우에 경사진 빌지 박스에 비교해서 약 30% 개선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양 구조물의 운용에서 SCR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상하 동요 응답이 약 2.5m의 RMS, 즉 +/- 10m의 유의 응답
치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S-Line은 결론적으로 Figure 13에 도시

한 것처럼, 감소된 작은 운동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CR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S-Line FPSO에 대한 수치

해석과 모형시험 결과를 서술하였다. S-Line은 현저하게 감소한 
상하동요 운동성능을 가졌고, 또한 적정한 종동요 운동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차 종동요 응답의 문제는 
추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아직 남아 있다. 

 
6. 결 론 

 
삼성중공업에서는 S-Line이라 불리는 실린더형 FPSO를 개발

하였다. S-Line의 특징은 수선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흘수선 
근처의 단면을 절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WAMIT을 이용한 선형 계산의 결과, S-Line은 개발 목적에 

맞게 전통적인 FPSO에 비교해서 감소된 상하동요, 횡동요 및 
종동요 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Line의 운동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SSMB와 MOERI 해양

공학수조에서 2차에 걸쳐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시험 결과, 선형 수치 해석결과와 달리 파도의 2차 비선

형성 또는 파라메트릭 종동요 현상에 의한 유기된 것으로 추정
되는 과대한 2차 종동요 응답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 두가지 종류의 빌지 박스를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S-Line은 현저하게 우수한 

상하동요 응답을 가지는 것으로 모형시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우월한 상하 동요 특성 때문에 SCR의 적용 가능성이 또한 검증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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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음각을 고려한 수중 운동체 주위의 공동현상 전산해석
Numerical Simulation of Cavitating Flow past Underwater Vehicle at Angles of Attack

박형만(부산대학교), 박원규(부산대학교), 정철민(국방 과학 연구소)
Hyung-Man Park(PNU), Warn-Gyu Park, Chul-Min Jung(ADD)

Abstract
Cavitating flow simulation is of practical importance for many hydraulic engineering system, such as turbine, nozzles, 

injectors, torpedoes, etc. The present work focuses on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multiphase flow around the 
underwater vehicle with angles of attack. The governing equation is the Navier-Stokes equation with a homogeneous 
mixture model. The cavitation model uses new cavitation model which is developed by Merkle(2006). The multiphase 
flow solver uses an implicit preconditioning scheme in curvilinear coordinate. For the code validati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work a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The multiphase flow around the underwater 
vehicle is simulated which includes several angles of attack.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공동(cavitation)현상 연구는 물리적으로 복잡한 현상을 나타

내는 분야로 전산유체(CFD) 해석기법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완
전한 모델링이 쉽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산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수치해석에 
관한 다양한 계산법을 개발하였고, 공동현상에 대한 실험값과 비
교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현상이란 액체 
유동에서 국부적인 지점이 압력의 급격한 강화로 인해 기화가 되
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캐비테이션에 의해 기화된 기포는 다시 
압력이 상승하면서 기포의 붕괴로 이어져 높은 준위의 소음과 진
동을 발생, 기계의 부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높은 
준위의 소음은 수중 운동체 음향탐지부 센서의 자체 소음으로 작
용하게 되어 음향탐지부의 탐지 성능을 저하시키며, 특히 수항함
의 항적을 탐지하는 항적 센서를 덮게 되면 센서의 기능을 상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의 위치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전산
해석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공동현상 해석 분야
에서는 Merkle et al.[1], Kunz et al.[2], Park et al.[3] 등이 
대표적이며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
였고, 수중 운동체가 측류의 영향으로 일정한 받음각을 받을 경
우 생성되는 캐비테이션의 크기와 길이, 위치에 대한 전산 해석
을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의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균일혼상
류모델을 적용하여 액상과 기상에 대해서 각각의 연속방정식을 
풀고 있으며, 운동량 방정식은 혼상류에 대해 계산한다. 혼상류
에서는 음속이 10m/s 정도에 불과하여 아주 저속에서도 초음속
이 될 수 있고, 기상과 액상의 극심한 음속 차이로 인하여 매트
릭스가 매우 stiff해짐에 따라 수렴성이 떨어지거나 발산하는 문
제를 방지하기 위해 Merkle et al.[1]과 Kunz et al.[2]의 예조건
화(pre-conditioning)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1)

















 







 

여기서 하첨자 ,   그리고 은 각각 액상, 기상 및 혼상
(mixture)를 의미한다. p, u, ρ,  , μ는 각각 압력, 속도, 밀도, 
체적 분율(volume fraction) 및 점성계수를 의미하며 t, τ는 물리
적 시간과 의사시간(pseudo-time)을 의미한다. 는 상변화에 
의해 기상이 응축되는 질량변화량(소스항)을 의미하며 는 반
대로 액상이 기화하는 증발량을 의미한다.

식 (1)의 첫 번째 식은 액상과 기상에 대한 각자의 연속 방정
식을 서로 더한 것이며, 두 번째 식은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
는 가운데 액상과 기상이 상변화를 일으키면서 질량을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상태의 연속방정식으로서 액상에 대해 적용한 연속방
정식, 세 번째 식은 혼상상태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이다. 이들 방
정식에서 의사시간 τ에 대한 미분 항은 비정상상태의 계산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가 항이다.

혼상류에서의 밀도인 과 점성계수 , 와점성계수인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3)
  

                                             (4)

여기서 와 은 난류운동에너지와 난류소산율이며, 는 난
류모델 상수이다. 이들 와 은 저레이놀즈수  난류모델
[4]에 의해 구해진다.

식 (1)을 무차원화하여 일반화된 곡선좌표계로 나타내면 다음
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이며 , , 은 대류항,   
는 점성항이며, 와 는 다음의 식 (6)과 식 (7)로 정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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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이다. 예조건화 매트릭스 Γ는 공동 유
동장에서 기상과 액상의 음속이 심하게 차이가 남으로 해서 생기



는 수치해석의 stiffness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매트릭스로서 식
(7)에서 첫 번째 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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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여기서 는 예조건화 상수이다.

2.2 캐비테이션 모델
균일 혼상류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캐비테이션 모델은 액체에

서 기체로의 진행과정인 (evaporation rate)과 기체에서 액체
로의 진행과정인 (condensation rate)를 도입하여 기상과 액
상간의 물질전달(mass transfer)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게 된다. 
는 압력과 액상 체적 분율(liquid volume fraction)에 대한 함

수, 는 오직 액상 체적 분율에 대한 함수이며, 식 (9)와 식 
(10)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두 함수는 기존 캐비테이션 모델에서
의 액상과 기상의 종속적인 단점을 개선해 Merkle[5]이 최근 개
발한 것이며, 최근 Ha 등[6,7]이 실제 유동장에 적용해 다양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9)

 ∞





           (10)

여기서  
 , 는 reference time을 의미하여, 

는 relaxation time을 의미한다. 그리고 는 scaling 상수를 의미
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코드의 검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우선적으로 코드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였다. 코드 검증에 있어서 140×100×28의 반구형 전두부
(hemispherical fore-body) 형태의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레이놀
즈수(Reynolds number)는 1.36×10⁵, 캐비테이션 수(cavitation 
number, )는 0.3에서 0.5까지 다양하게 계산을 수행하였다. 캐

비테이션 수는 아래의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11)

여기서, 와 는 각각 유입류의 밀도와 속도를 의미한다. 
Fig.1 은 실린더 표면에서의 압력 계수를 Rouse & McNown[8]
의 실험값과 비교한 것이며, 각각의 수에 관해서 정성적으로 일
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Fig 1.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s at several cavitation 

numbers for a hemispherical fore-body. 

3.2 받음각에 따른 수중 운동체 주위의 유동 해석

이상의 코드 검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받음각에 따
른 수중 운동체 주위의 공동 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
다. 

레이놀즈수는 1.36×10⁵, 캐비테이션 수는 0.3이고, 받음각 
각도를 , , , , 로 다양하게 계산하였다. Fig.2
는 다양한 받음각에 따른 유동의 액상 체적 분율과 유선을 나타
낸 그림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입류 현상(re-entrant jet)으
로 인해 캐비테이션 버블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3은 3차원 유동장에서의 예측된 액상 체적 분율과 유선, 그
리고 압력을 나타낸 것이며, 난류의 영향으로 인해 캐비테이션이 
비대칭적으로 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받음각이 
클수록 공동의 치우침 현상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2 Liquid volume fraction about hemispherical fore-body 
at several angles of attack. × and  .

Blue is liquid (  ) and red is vapor (  )

 

 

 

 

Fig.3 Predicted three-dimensional flow fields about 
hemispherical fore-body at several angles of attack. 

Flow-field pressure contours, selected streamlines and 
liquid volume frac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Merkle[1]의 새로운 

캐비테이션 모델을 적용한 코드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수중 운동
체가 측류의 영향으로 일정한 받음각을 받을 경우 생성되는 캐비
테이션의 크기와 길이, 위치에 대한 전산 해석을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캐비테이션의 유동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수중 운동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후  기
본 연구는 수중 운동체 특화연구센터(UVRC)와 국방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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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중 선수 플레어가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하윤진(인하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이영길(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선해양공학전공), 
정광열(인하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갑판침입수 현상은 선체의 상하동요로 인한 상대파고의 상승으로 발생된다. 갑판 상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의 충격압력 크
기는 정수압보다 큰 압력을 선체 또는 상부구조물에 입히기 때문에, 갑판침입수 충격압력 감소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FPSO의 상부구조물에 발생하는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수 플레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수 
플레어만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갑판 형상의 영향이 없는 선수 플레어를 설계하여 일정한 각도로 증가시켰다. 또한, 규칙파 
중에서 선체의 heave와 pitch의 운동 특성을 파악하여 선체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파장 영역과 건현 높이를 고려한 파고 영역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갑판침입수에 미치는 선수 플레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갑판과 수직 벽에는 파고계와 압력센서를 설
치하여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정량적인 크기를 비교하였다. 또한, 갑판침입수에 미치는 선수 플레어 영향에 대하여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고속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갑판 상 유동을 관측하였으며, 선체를 강제동요 시킨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수 플레어 근처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체 운동의 경우 선수 플레어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
는 갑판침입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수 플레어는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선체 바깥쪽으로 밀어
내며, 갑판 상 갑판침입수의 양을 감소시켜 수직 벽 충격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을 
감소시키는 선수 플레어의 영향은 일정 각도 이상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선수 플레어 각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을 감소시키는 선수 플레어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과 적절한 선수 플레어 각도를 제시하
므로 선수 플레어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vessle)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FPSO는 특정 심해
에서 Turret에 의하여 장기간 계류되어 있으며, 북대서양, 북해 
등 거친 해상에서 계류되어있는 FPSO의 경우 큰 파도를 만났을 
때 회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자유수면에 의한 큰 충격압력
에는 갑판침입수, 슬래밍 등이 있다. 이 중 갑판침입수에 의하여 
고가의 FPSO 갑판 상 상부구조물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갑판침입수는 선박의 상하동요에 의한 상대파고 상승으로 발
생되며, 일반적인 수압보다 매우 큰 충격압력을 선체 및 구조물
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충격압력이 선형설계 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구조부재 및 장비의 손상, 심지어 선체 침몰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Shin, 2005). 한 예로, M. V. Dervyshire호는 Orchid 폭
풍으로 인하여 갑판침입수가 발생되어 Hatch cover에 심각한 손
상을 입었다(Faulkner, 2001). 그 외에도, 큰 파도에 의하여 발생
되는 갑판침입수로 인한 FPSO의 작업 제한과 구조적인 손상 등
에 대하여는 많은 사고들이 보고되어 지고 있다(Ersdal & 
Knitrud, 2000, Leonhardsen et al., 2001). 

기존의 갑판침입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파도에 의한 선체의 
운동을 추정하여 갑판침입수 발생 빈도를 예측하거나 갑판 상으
로 유입된 갑판침입수의 갑판 상 유동을 추정하여 갑판 상부구조
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예측하는 연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갑
판 상으로 유입된 갑판침입수의 유동에 의한 하중의 추정에는 아
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근 CFD를 이용한 갑판침입수 유동
현상과 하중 추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
만, 하중 추정결과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모형시험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Greco et al.(2005)는 2차원 소형수조에서 2차원 
형상의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선수 각에 따른 갑판 상 갑판침입수
에 대한 유동과 압력, 수위를 파악하였으며, Kawakami(1969)는 
규칙파 중 갑판침입수 발생 시 정수압보다 큰 충격압력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Dallinga & Gaillarde(2001)은 Orchid 
폭풍이 발생되었던 해상조건에서 모형 시험을 수행하여 M. V. 
Derbyshire호에 발생된 갑판침입수 압력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수 선형설계를 통하여 갑판침입수 발생에 의한 손상
을 감소하기 위한 몇 가지 연구도 수행되어졌다. O'Dea & 
Walden(1984)은 다양한 파고 및 파장 비의  규칙파 중 일반 상
선에서 선수 플레어 각도를 변경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O'Dea 
& Walden(1984)는 선수 플레어 각도가 증가할수록 갑판침입수 
수위가 낮아지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규칙 파 중 
에서의 갑판침입수 현상을 실험한 Lloyd et al.(1985)의 연구는 
O'Dea & Walden(1984)와 반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Buchner(2002)는 건현보다 높은 파고에서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FPSO의 수위 및 압력을 계측하여, O'Dea & Walden(1984)
의 연구와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갑판침입수에 대한 연구는 정량적인 연구결과를 얻어
내기 힘들며, 갑판침입수에 의하여 비선형성이 큰 선체 운동에 

지배적인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선수 플레어 뿐 아니라 선형
에 따른 특성이 다르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규칙파 중 다양한 파장 및 파고에서 선수 플레어가 갑
판침입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삼각형 선수 형상을 
가지는 FPSO의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갑판침입수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갑판침입수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
기 위하여 선체의 운동과 갑판 상 및 상대파고의 수위, 갑판 및 
수직 벽 압력을 계측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선수 플레어 각도와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선수 플레어 각
도에 의한 선체의 운동 변화와 수위, 갑판 상 유동의 차이 및 수
직 벽에 발생하는 충격압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2. 모형시험 조건
3.1 대상선형

대상선형은 재화중량 140,000DWT FPSO(Fig. 1)로 결정하였
으며, 주요제원은 Table 1과 같다. 대상선형의 선수는 삼각형 선
수 형상을 가지며, 모형선 크기는 인하대학교 선형시험수조의 크
기와 조파기의 구동을 고려하여 1/150 scale로 결정하여 제작하
였다. 

Fig. 1 140,000DWT FPSO의 정면도
실선의 상부구조물을 대신하여 모형선의 갑판 상에는 수직 벽

을 세웠다. 갑판 상에 설치되는 수직 벽 폭은 갑판 상으로 유입
되는 갑판침입수가 선체 측면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모
형선 폭의 1/3배로 결정하였으며, 갑판 상에서 수직 벽의 길이방
향 위치는 실선에서 상부구조물이 존재하는 위치인 17.0station
에 위치하였다.

모형선의 갑판은 갑판침입수의 물리적인 현상을 쉽게 파악하
기 캠버나 시어를 무시하고 단순화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본 연
구는 선체 운동을 고려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험 수행 시 갑판 상
에 남아있는 물이 없도록 bulwark를 생략하였다. 선수 플레어에 
의한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f'cle deck도 생략하였다.  

모형선의 시험 상태는 만재상태로 결정하여 최소 건현높이를 
가지도록 하였다.



Table 1 140,000DWT FPSO의 주요제원
Prototype Model

Scale ratio 1/150
LBP 258.00m 1.720m

Breadth 46.00m 0.307m
Depth 26.60m 0.177m

Loaded draft 18.35m 0.122m
Freeboard 8.25m 0.055m

Loaded displacement 181,000t 53.630kgf
KG 23.70m 0.158m
LCB Forward 3.48%

Radius of gyration 0.32LBP

2.2 선수 플레어 각도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갑판침입수에 의한 충격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선수 플레어 각도와 선수 플레어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Barcellona et al.(2003)은 선수 갑판 형상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선수 갑판 형상에 의하여 갑판 상 유동 변화로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선수 갑판 형상의 영향을 배제
하고자 갑판 형상을 이동시켜 선수 플레어 각도를 증가시켰다.

Fig. 2 선수 플레어 형상
Fig. 2의 왼쪽 그림은 선수 플레어 각 0, 12, 18, 30도의 갑판 

형상을 나타낸다. 선수 플레어 각도는 0도부터 30도까지 
19.0station에서 6도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Fig. 2의 오른쪽 그
림은 선수 플레어 각 12도일 때 선체의 정면도이다. 

2.3 선체 운동 특성(RAO)

갑판침입수 실험을 수행하기 전 선체의 heave와 pitch 운동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는 선형적인 운동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갑판침입수가 발생되
지 않도록 대상 파고는 0.025와 0.040로 결정하였으며, 파
장은 선체 길이(LBP)를 기준으로 선체 길이의 0.5배부터 2.0배
까지 결정하였다. Table 2는 RAO 실험 시 대상 파장 및 파고를 

나타내며, Fig. 3은 heave와 pitch에 대한 RAO 결과이다. Fig3
을 보면, 선체 길이와 비슷한 파장에서 heave와 pitch운동이 최
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RAO 실험을 위한 대상 파장 및 파고
Wave length (rad/s) Wave height(m)

0.5LBP 8.466

0.025 0.040
0.8LBP 6.693
1.0LBP 5.986
1.2LBP 5.465
1.5LBP 4.888
2.0LBP 4.233

Fig. 3 Heave와 pitch RAO
2.4 유입파 결정

갑판침입수 실험을 위한 유입파는 RAO 결과를 참고하였다. 
RAO 결과에서 선체 길이와 비슷한 파장에서 선체 운동은 최대이
다. 따라서, 선체 길이를 기준으로 선체 길이의 0.8배, 1.0배, 
1.2배 파장을 결정하였으며, 파고는 건현높이를 기준으로 1.0배, 
1.5배, 2.0배로 결정하였다(Table 3).

Table 3 갑판침입수 실험을 위한 유입파
wave length Wave height

0.8LBP
1.0Freeboard 1.5Freeboard 2.0Freeboard1.0LBP

1.2LBP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정된 유입파의 유용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유의파고와 비교하여 보았다
(Fig. 4). 결정된 유입파의 경우 규칙파이지만, 결정된 파장 및 
파고가 Fig. 4의 표시된 부분과 같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유의
파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북대서양 해역의 유의파고(IACS)
2.5 시험 방법 및 계측 장치

본 연구에서는 갑판 상과 수직 벽에서 갑판침입수의 수위와 
압력, 선체 운동을 계측한다.

Fig. 5는 갑판 상과 수직 벽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였으며, 갑판 
상의 압력센서는 P1, 수직 벽의 압력센서를 P2라 하였다. 또한 
갑판 상으로 유입되는 상대파고와 갑판 상과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를 계측하기 위하여 갑판 상 유동에 교란을 주지 않기 위하
여 저항식 파고계를 설치하였다. 운동 계측은 예인전차의 선수미 
포텐셔 메타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선체 운동은 무게 중심 위
치에서 상하동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선체의 질량 관성 모멘
트를 맞추어 주었다. 본 실험에서 충격압력과 같이 순간에 일어
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모든 장비의 데이터 취득은 sampling 
rate 20, 채널당 취득 속도는 10로 고정하였다.  

Fig. 5 갑판침입수 실험 장비 계측 위치
갑판침입수의 갑판 상 유동을 관측하기 위하여 모형선의 갑판

에 격자를 표시한 후, 고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였다.  
갑판침입수 실험 시 모형선이 설치된 위치는 반사파로 인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형시험수조에서 길이 방향으로 조파기 
쪽에 가까이 위치 시켰다. 선형시험수조에서  전체적인 개략도는 
Fig. 6과 같다.

Fig. 6 갑판침입수 실험 개략도

3. 모형시험 결과 및 고찰
3.1 H=1.0Freeboard

모형시험 시 계측은 파도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입
파의 반사파가 모형선에 도달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
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 중 규칙파가 유지된 5초의 결과에 대
한 신호만 해석에 사용하였다.

Fig. 7 유입파 및 수직 벽 충격압력 실험 결과(λ=1.0LBP, 
H=1.0Freeboard, Flare angle=0)

Fig. 7은 규칙파가 유지된 부분에서의 5초 동안의 결과를 보
여준다. 규칙파 중 시험을 실시하여도 매 주기마다 응답 진폭이 
동일하기 어렵다. 유입파(Incident wave)의 경우 시간에 따라 비
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만, 수직 벽 충격압력(P2)의 경우는 
압력 센서의 응답 진폭이 시간에 따라 규칙적이지 못하고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측된 수위 및 충



격압력, 선체 운동을 5주기 응답 진폭에 산술평균으로 선수 플레
어 각도에 따라 정량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시간 간격은 선수
에 파정이 위치할 때를 기준으로 위상 간격으로 변환하였다(Fig. 
8).

Fig. 8 위상 각 정의(λ=1.0LBP, 1.0Freeboard)

Fig. 9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갑판침입수 실험 결과 
(H=1.0Freeboard)

건현 높이의 1.0배 파고에서는 선체 길이의 0.8배 파장에서 

갑판침입수가 발생되지 않아 선체 길이의 1.0배, 1.2배 파장에 
해당하는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9는 각 플레어 각도에 따른 heave와 pitch 결과, 상대파
고, 갑판 상 수위 및 압력(WP1, P1),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와 
수직 벽에서의 압력(WP2, P2)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이다. 
Heave와 pitch 운동은 Amplitude로 나타내었다. 각 파장에서 
heave와 pitch 결과를 확인하여보면, 선수 플레어 각도는 선체 
운동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의 크기
가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비슷하기 때문에 선수 쪽으로 유입
되는 갑판침입수 수위(상대파고)의 결과도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쪽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의 수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갑판 상 수위(WP1)와 압력(P1) 결과도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WP2)와 수직 벽 충격압력
(P2)의 크기를 확인하여보면, 선수 플레어 각 0도에서 12도까지 
감소하며, 12도 이후의 선수 플레어 각도에서는 WP2와 P2의 크
기가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각 파장에서
의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수직 벽 충격압력(P2)감소를 보여준
다.

선수 플레어 각 0도에서 12도까지는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
며, 그 이후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수직 벽 충격압력의 크
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충격압력 
감소(H=1.0Freeboard)

본 파고에서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선수 플레어는 
운동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선수 정면으로 유
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제어하지 못하지만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
위 및 수직 벽 충격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 및 수직 벽 충격압력 감소에 대하여 
물리적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갑
판 상 유동을 확인하였다. 

Fig. 11은 대표적으로 선수 플레어 각 0, 12, 30도의 갑판 상 
유동 결과를 나타낸다. 선수 플레어 각 0도와 12도를 비교하면, 
선수 플레어 각 0도의 경우 선수 측면에서 갑판침입수가 유입되
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 플레어 각 12도의 경우 선수 



플레어에 의하여 선수 측면에서 갑판침입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선수 플레어 각 30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갑판 상 유동에 대하여 세 번째 선 부터 0.057π 간
격으로 Fig. 12와 같이 유동의 전진 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11 고속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갑판침입수의 갑판 상 
유동(H=1.0Freeboard)

 

Fig. 12 갑판 상 유동 전진 과정(H=1.0Freeboard, 
위상간격=0.057π)

Fig. 12에서 보면, 선수 플레어에 의하여 선수 측면으로 유입
되는 갑판침입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는 갑
판침입수가 갑판 상 중앙에서 모이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수직 
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벽 충격압

력은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플레어 각 0도의 경우 선수 측
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에 의하여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와 합쳐져 선수 중앙으로 모이게 되어 수직 벽에 큰 
충격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 제어에 대한 선수 플레어
의 영향에 대하여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물리적 현상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시뮬레이션 기법은 유체는 3차원 비압축
성 점성 유체로 가정하여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였고, 격자계는 직사각형 교차격자계를 사
용하였다. 대류항을 제외한 지배방정식은 시간에 대하여는 전진
차분법을, 공간에 대하여는 중심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화 하였
다. 대류항에는 삼차 상류차분법을 이용하였으며, 물체와 자유 
수면을 포함하는  격자에서는 일차 상류차분법을 이용하여 이산
화 하였다. 또한 대류항의 차분근사에 있어서는  
Adams-Bashforth 차분근사법을 함께 이용하였다. 압력의 
Poisson방정식은 SOR(Successive Over Relaxation)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물체경계조건과 자유수면의 경계조건은 Jeong et 
al. (2009)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에서 선체 운동은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
로 선체를 강제운동 시켰으며, 유입파는 선체 길이의 1.0배 파장
과 건현 높이의 파고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에서 
선수 플레어의 정성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수 플레어 각
은 0도, 12도 18도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13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와 수직 벽 충격압력 
비교(H=1.0Freeboard, Flare angle=0, 12, 18)

Fig. 13은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실험과 계산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선수 플레어 각 0도에서 정량적인 결과의 차이가 있
지만, 선수 플레어의 정성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Fig. 14는 계산 결과를 통한 갑판침입수 발생 
시 선수 플레어 근처에서의 u, v방향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 u방
향 속도 벡터의 경우 선체 profile에서 선수 플레어의 중앙부분에
의 결과이며, v방향 속도 벡터는 19.0station에서의 결과이다. 

Fig. 14에서 선수 플레어 각 0도의 경우 u 방향 속도 벡터를 
보면, 선수 측면 쪽으로 갑판침입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v 방향 속도 벡터도 선수 측면으로 갑판침입수가 유
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 플레어 각 12도와 18



도의 경우 u 방향 속도 벡터를 보면, 선수 플레어에 의하여 갑판
침입수가 선체 쪽으로 오지 못하고 선체 바깥쪽으로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방향 속도 벡터도 마찬가지로 선수 플레어에 
의하여 갑판침입수가 선수 측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선체 바깥 
쪽으로 유동이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 선수 플레어 근처에서의 u, v방향 속도 
벡터(H=1.0Freeboard, 위상=1.42π, Flare angle=0, 12, 18)

따라서,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상의 각도부터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밀어내어 갑판 상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는 갑판침입수 발생 시 상대파고의 실험결과와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는 파고를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상대파고의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
수 플레어가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
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선수 정면에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는 선수 각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선수 플레어 각에 
따라 갑판침입수의 수위와 속도, 형태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상대파고 
비교(H=1.0Freeboard, 위상=0.93π, Flare angle=0, 12, 18)

Fig. 16는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위상에 따른 갑판 상에 
유입된 갑판침입수의 양을 추정한 결과이다.

Fig. 16 시간에 따른 갑판침입수의 양 추정결과
Fig. 13에서 선수 플레어 각 0도와 12, 18도와의 정량적인 수

위 차이(WP2)가 실험 결과보다 작아 갑판침입수의 양이 크게 차
이나지 않지만,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에 의하여 선
수 플레어 각 0도가 다른 선수 플레어 각도에 비하여 갑판침입수 



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수 플레어 각 12와 18
도에서 위상 1.29π근처에서 굴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수 플레
어 각 0도의 경우 이 위치에서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
수에 의하여 갑판침입수 양이 증가하여 굴곡이 없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3.2 H=1.5Freeboard
건현높이의 1.5배 파고에서는 건현 높이 1.0배 파고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상에서는 수직 벽 
충격압력 변화가 작아 선수 플레어 각 0도에서 18도 까지만 실
험을 수행하였다.

Fig. 17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갑판침입수 실험 결과 
(H=1.5Freeboard)

Fig. 17을 보면 Fig. 9와 같이 선체 운동에 미치는 선수 플레
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수 정면으로 유입되는 갑
판침입수의 수위(상대파고), 갑판 상 수위(WP1)와 압력(P1)이 선
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
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WP2)와 수직 벽 충격압력(P2)의 결과를 
보면, 선체 길이의 1.0배 파장을 제외하고 선수 플레어 각 0도에
서 12도까지 수위와 충격압력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후에는 그 크기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건현 높이의 1.0배 파고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수 플레어가 
갑판침입수를 밀어내어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제어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선체 길이 1.0배 파장의 경우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WP2
와 P2의 수위와 압력 감소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선체와 유입

파 사이의 공진 효과로 인하여 선체 운동이 매우 커져 갑판 상으
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선수 플레어가 선수 
측면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고속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18을 보면, 선체 길이의 0.8배 파장에서는 선수 플레어
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상에서는 선수 측면
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선체 길이의 1.0
배 파장의 경우 선체 운동이 크기 때문에 갑판 상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의 양이 많아져 선수 플레어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8 고속카메라 촬영을 이용한 갑판침입수의 갑판 상 
유동(H=1.5Freeboard)
3.3 H=2.0Freeboard

건현높이의 2.0배 파고에서는 선체 길이의 1.0배, 1.2배 파장
은 선수 플레어 각 6도를 제외하였다. Fig. 19를 보면, 선체 운동
의 결과는 건현 높이의 1.0배, 1.5배 파고와 마찬가지로 선수 플
레어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갑판 상으로 
유입되는 수위(상대파고), 갑판 상 수위(WP1) 및 압력(WP2)도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파고에서 수직 벽 근처에서의 수위(WP1) 및 수직 벽 충격
압력(P2)의 감소는 선체 길이의 0.8배 파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두 파고와 마찬가지로 선수 플레어 각 0도에서 12도까지 
감소하며,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후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체 길이의 1.0배와 1.2배 파장의 경우 선체 
운동의 크기가 커져 갑판 상으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의 양이 상
대적으로 증가하여 건현 높이 1.5배 파고의 선체 길이 1.0배 파
장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현 높이의 2.0배 파고에서는 선체 길이 1.2배 파장에서 선



체 운동이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입파의 파
고가 높기 때문에 갑판침입수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선체 질량이 
증가하여 선체의 고유주기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9 선수 플레어 각도에 따른 갑판침입수 실험 결과 
(H=2.0Freeboard)

Fig. 20은 선체 길이의 0.8배와 1.0배 파장에서의 결과를 비
교한 것이다. Heave와 pitch운동 결과를 확인하여보면, 선체 길
이의 1.0배 파장이 0.8배 파장에 비하여 선체 운동이 약 2배 정
도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파고
(Relative wave height)도 선체 길이의 1.0배 파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과 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와 같다. 선체 길이의 0.8배 파장은 운동의 크기가 작기 때
문에 갑판침입수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선수 플레어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체 길이 1.0배 파장의 경우 선체 운동의 
크기가 커져 Fig. 18의 고속카메라 촬영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수 
측면에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선수 플레어가 제어하지 못하
게 된다. 

Fig. 3에서 보면, 선체 운동의 크기는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 
파고는 갑판침입수와 같이 갑판 상으로 물이 유입되어 질량을 증
가시키지 않게 되면, 운동의 크기와 파고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
지게 된다. Fig. 4에서 확인하여보면, 건현 높이의 2.0배 파고는 
북대서양해역에서의 100년 주기 최대 유의파고와 같다. 파고가 
높지만, 선체 길이의 0.8배와 같이 선체 운동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파장을 만나게 되면 선수 플레어는 수직 벽 충격압력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갑판침입수의 충격압력 감소를 위한 선수 플레어의 
영향은 선체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Fig. 20 파장에 따른 충격압력 감소 결과 (H=2.0Freeboar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칙파 중 다양한 파장 및 파고에서 선수 플레

어 각도에 따른 갑판침입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갑판침입수의 수
위 및 압력 계측, 갑판 상 유동관측으로 갑판침입수에 미치는 선
수 플레어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1) 선수 정면에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는 선체 운동이 지배적
이며, 선수 플레어가 선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 플레어는 선수 정면에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제어하지 못한다.

2) 건현 높이의 1.0배 파고의 경우 실험을 수행한 선체 길이
의 1.0배, 1.2배 파장에서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상에서 갑판침
입수 충격압력이 감소하였다. RAO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선체 
운동 크기는 선체 길이와 비슷한 파장에서 가장 크다. 이 결과로 
추정하여보면, 선수 플레어는 건현 높이 근처의 파고에서 파장에 
관계없이 선수 플레어가 갑판침입수 충격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3) 선수 플레어는 선수 측면에서 유입되는 갑판침입수를 선체 
바깥으로 밀어내어 갑판침입수 유입을 제어하며, 이러한 물리적 
현상은 선수 플레어 각 12도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 플레어 각 12도만 되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운동이 커지는 파장 및 파고 영역에서는 선수 플레어의 영향이 
없다.

5) 현재 선수 선형은 삼각형 선수를 가지기 때문에 선수 플레
어에 의한 운동의 변화가 매우 작다. 하지만, 선수가 타원형을 



가지고 있다면, 선수 플레어에 의한 운동 변화로 갑판침입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선수 설계 시 FPSO는 
선수 선형을 둥근 타입으로 가지며, 선수 플레어만으로 갑판침입
수를 제어하기 어려움으로 f'cle deck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상부구조물에 발생하는 갑판침입수에 관한 연구로 선수 
선형 변화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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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활주선의 항주자세와 저항 추정
오광호(목포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유재훈(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요 약

수치 계산으로 고속 활주선의 저항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활주 상태에서의 항주 자세 예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주자세의 변화가 크지 않은 저속 선박과는 달리 고속 활주선의 경우에는 활주 자세에 따라 선저 바닥면에서 나타나는 
압력 변화에 의한 동적 부양력 변화가 크므로 단순히 정지 중 흘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 유체력으로 항주 자세를 예측하기 보
다는 자세 변화에 따른 동적 부양력의 변화와 이에 의한 자세 변화를 반복 계산을 통해 수렴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
서는 선형화된 자유수면 조건의 포텐셜 유동장 계산을 반복하여 수렴된 활주 자세를 얻어낸 후 점성 유동장 계산을 수행하여 최
종적인 활주 자세와 동적인 힘들을 구하였다. 반복 계산 과정에서는 선체의 중량과 각 단계 별 항주 자세에서의 정적 부력을 수치 
계산을 통해 얻어내는 동적 부양력과 비교하여 힘과 모멘트 평형 관계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항주 자세를 얻어내고 이를 다음 단
계의 반복계산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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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들은 선속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

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독특한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특징적인 형태의 선형을 가지게 된다. 활주선(planing 
boat), 쌍동선(catamaran), 수중익선(hydrofoil ship), 공기부양선
(air cushion vehicle)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고속 활주선은 일정
한 선속 이상에서는 유체동역학적인 힘에 의해 선체가 부양하게 
되며 부양 효과로서 마찰저항과 조파저항 등의 저항을 줄여주게 
된다. 따라서 고속 활주선의 설계와 유체역학적 성능 추정에는 
활주 상태에서의 항주 자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추정이 요구되
어진다. 항주 자세는 유체 동역학적인 힘과 유체 정역학적인 힘, 
추진기에 의한 추력, 부가물에 의한 유체력 등과 선체 중량과의 
평형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 유체동역학적인 힘에 해당하는 부
양력에 의해 선체의 중량이 대부분 지지되게 된다. 즉, 항주 자
세는 선체무게, 부력, 무게 중심, 부력 중심과 부양력 중심이 서
로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트림(trim)과 흘수침하(sinkage)의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고속 활주선은 항주 자세 변화도 크며 그에 따라 저항도 크게 
변하게 된다. 이러한 항주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선박을 구속
(captive) 또는 비구속(non-captive, semi-free) 상태에서의 모형
시험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구속 시험법은 선체 모
형을 구속시켜 자세 변화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계측되
는 힘들로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이며(Shin, et al., 2004, Kim, et 
al., 2009), 비구속 시험법은 상하 방향 및 종동요의 구속이 없는 
상태로 예인하여 자세 변화를 허용한 후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 구속 조건 시험은 계측된 힘들로 자세 변화를 계산해 낸 후 
변화된 자세로 반복적인 실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며, 비구속 예인 시험은 항
주 자세가 정상(steady)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 비교적 길이가 긴 
수조가 필요하며, 유체역학적인 힘의 직접적인 계측이 불가능하
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수치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부양력을 구하고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하여 자세를 예측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항
주 자세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 항주 자세를 
기준으로 저항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수치 계산에는 WAVIS 
1.4의 포텐셜 유동장 계산 프로그램과 VOF법을 채택하고 있는 
FLUENT 6.3.26을 사용하였다. 

2. 항주 자세 변화의 계산
기본적으로 항주 자세는 선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의 평형 

관계를 사용하여 흘수 변화를 맞춰가는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먼
저 반복 계산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지 상태에서의 선박의 흘
수와 배수량을 포함한 유체정역학적 힘들을 구한다. 선박이 정수 

중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체의 무게와 부력이 균형을 이
룬 상태로서 무게 중심과 부력 중심의 위치는 길이 방향으로 동
일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박이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는 상태에 대한 
계산으로서, 선속에 의한 유체동력학적 힘의 발생에 따라 정지 
상태에서 이루었던 평형 상태가 깨어지게 되며, 이러한 불평형을 
선체의 자세 변화로 보상하기 위한 평형 방정식이 나타나게 된
다. 선박의 항주 자세를 결정하는 힘들로는 유체 정역학적인 힘
에 해당하는 배수량만큼의 부력과 전진하는 선체 표면에 걸리는 
유체 동역학적인 힘 그리고 추진기의 의한 추력과 부가물에 의한 
유체 동역학적 힘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계산 과정에서는 일정
한 자세로 수렴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체 
중량, 부력, 선체표면 동적 압력 값에 의한 부양력만을 사용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수렴된 자세에 대해서 최종적
으로 나머지 힘들도 반영하여 미세한 자세 변화도 찾아내는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항주 자세를 찾아내기 위한 반복 계산의 각 단계에서는 작용
하는 힘들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풀고 TPC(tons per centimeter)
를 적용하여  배의 흘수를 조정하였으며, 동적 압력 값에 의해 
발생된 모멘트는 MTC(moment of trim per centimeter)를 적용하
여 트림에 의한 배수량 차이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주 자세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단계 계산의 반복으로 어느 정도 수렴되어진 
자세에 대해서 추진기로 인한 추력과 점성에 의한 저항 성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배의 항주 자세를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모
형 시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수치 계산에 의한 항주 자세 
추정 결과와 저항성능 평가 결과의 정량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3. 선박의 기본제원
자세와 저항성능 추정을 위해 MOERI 예인수조에서 모형시험

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선박으로 하였으며, 그 기본
제원은 H-CAD, Rhino4.0과 NAPA를 활용하여 Table 1에 나타
내었다. Fig. 1은 대상 선박이 3차원으로 모델링된 모습이다.

Fig. 1 Hull form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the ship

LBP(m ) 35
B(m ) 7
T(m ) 1.7

Displacement Volume(m3) 230.3
Wetted Surface Area(m2) 260.5

LCB (amidship) 7.48% of LBP
Design Speed(m/s) 12.86



4. 수치해석 방법
고속 활주선의 특성상 점성에 의한 영향은 작고 전체저항에서 

조파저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
배방정식으로 이상유체를 가정한 라플라스 방정식을 사용하는 
WAVIS 1.4의 포텐셜 유동 해석을 사용하여 항주 자세를 추정하
였다. 선체표면에는 유체입자 비침투조건, 선미 트랜섬에는 유동 
비접촉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자유 수면은 Kelvin의 선형자유수면 
조건식을 사용하였다(김병남 et all., 2009).

포텐셜 유동 해석을 위한 패널은 실선의 수선간 길이(LBP)로 
무차원화하여 선체 중심면과 정수면을 기준으로 설계 속도인 
25.0 knots (Fn=0.694)에 맞추어 생성하여 분포시켰다. Fig. 2
는 선체표면과 자유수면의 패널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Table 2 Computational conditions of potential method
Froude number 0.694

Computational domain -1.0≤x/L≤2.0, 0≤y/L≤1.0
Hull panels 1400(40 × 35)

Free surface panels 1075(50 × 20 + 25 ×3)

X

Y

Z

Fig. 2 Panels Distribution

5. 항주 자세 추정 방법
5.1 정지 중 흘수 계산

정지 상태에 있는 선박은 부력중심(CB)과 배의 무게중심(CG)
이 길이 방향으로 동일한 수직선 상에 위치하며, 배의 무게(W)와 
배수량(△)에 해당하는 부력(B)의 크기가 같아 움직임 없이 떠있
게 된다. 즉,

                                                (1)
××                                (2)

의 두 가지 방정식이 자동으로 만족되어지게 되며, 일반적으
로는 설계 값에 해당하는 선수, 선미 흘수가 주어진 상태가 된다.

5.2 Lift Force(L)와 LCL계산
활주형 선박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선체의 자세가 바뀌는 

활주력(planing force)이 생성된다. 즉, 주로 선저에 작용하게 되
는 유체 동역학적인 힘으로 부양력(lift force)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배는 부양하게 되고 Trim을 가지고 기울어지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정적 유체력인 부력(B), 동적 유체력인 부양력(L)과 정
지 중의 배수량과 같은 값인 배의 무게(W)를 이용하여 항주 자세
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세 가지 힘은 선체 중량을 제외하고는 단
계 별로 다른 값을 갖게 되며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항주 
자세가 바뀌게 되므로 반복 계산을 통해 얻어내어야 한다.

X

Y

Z

Fig. 3  Final Panels Distribution
Fig. 3은 단계 별로 서로 다른 흘수에 대해 패널 분포를 달리 

하는 과정 중에 최종 수렴단계에서 사용되어진 패널 분포를 나타
낸다. 단계 별 수치 계산을 통해 선체 표면 상의 각 패널에 대한 
좌표 값과 패널 중심 좌표 값, 중심에 작용하는 유체동압
(dynamic pressure, Cpd)항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체정압(static 
pressure, Cps)항이 포함된 압력(CP) 값이 무차원화 되어 나온
다. 각 패널에서 계산된 압력 계수들을 적분하여 전진 방향의 조
파저항계수(CW)와 수직 방향으로 선체를 부양시키는 유체동역학
적인 힘, 즉, 부양력(Lift)을 무차원화 한 부양력계수(CL)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4)

위의 두 값은 각 패널에 작용하는 압력 계수들을 각각의 패널
의 전체 면적에 대한 yz평면과 xy평면에 대한 투영면적 비율만큼 
분리한 후 적분한 값으로 방향 성분 별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공간상에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패널
을 두 개의 삼각형 평면으로 가정하고 그 면적과 중심을 구하였
다. 패널의 꼭지점 좌표를 알고 있으므로 각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인 헤론(Heron)의 공식을 사용하여 각 패널의 전체 면적을 계산
하였다.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 하면,

                        (5)
 

                                       (6)

위의 S는 삼각형의 넓이이고, s는 삼각형 둘레의 절반에 해당
하는 값이다.

각 패널의 면적을 구하면 패널에 작용하는 압력의 상하 수직
방향 성분을 알 수 있으므로 CL을 구할 수 있으며, 부양력(L)은 
다음과 같이 차원화되어 진다.
 


                                       (7)

여기서 U는 배의 속도, S는 선체 표면 중 침수된 면적이다. 
또한, 다음 식으로 모멘트 평형식에서 사용될 중요 변수인 길

이 방향의 부양력중심(LCL)을 구할 수 있다.











 



 ×

×         (8)

5.3 수치계산을 통한 흘수 추정
선박이 항주하게 되면 선체를 부양시키려는 부양력이 생기게 

된다. 이 부양력은 부력과 배의 무게와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
다. 힘의 평형관계식으로 부력과 부양력의 합은 배의 무게와 같
아야 하므로 정지 상태에서와 달리 증가한 부양력만큼 줄어든 부
력 B1이 생성된다. 따라서 새로운 부력 B1에 맞는 배수량만큼의 
흘수를 조정한다.

                                         (9)
                                        (10)

생성된 부양력은 또한 배의 모멘트 평형에도 작용하여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이 힘들의 관계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            (11)

Fig. 4  Force diagram in running condition
여기서 부양력에 의해 바뀐 부력에 따라 부력중심(LCB)도 변

화하게 된다.
Midship과 정수면이 배의 중앙에서 만나는 점을 원점(O)이라 

하면, 중심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도 만족해야 한다.

×××         (12)


                                    (13)

여분의 모멘트를 M이라하고 NAPA를 이용하여 각 흘수에서 
구한 MTC를 이용해 Trim을 구한다. 즉, 여분의 모멘트 값을 배
의 종 방향 경사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바뀐 흘수와 자세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얻은 부양력과 
같을 수 없으므로 바꿔준 자세를 고정하고 다시 반복 계산을 하
였다. 그리고 반복 계산은 부양력 값이 5% 이내로 수렴되어질 
때까지 수행하였다.

5.4 선박의 자세추정
대상 선박에 대해 설계 속도인 25 knots에서 본 수치 계산을 

이용한 자세 추정을 수행하였다. 정지 상태에서의 선수와 선미 
흘수(T)는 각각 1.7m 이고 Trim은 없다.

Table 3는 정지 상태와 반복 계산으로 변화되는 선수(TF), 선
미(TA), 배 중앙(TM)에서의 흘수와 Trim, 부양력 힘의 값들을 나
타내고 있다. Fig. 5, 6, 7은 흘수와 Trim, 부양력과 항력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4회의 반복 
계산으로 모든 값들이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되어진 최종 값은 
모형시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선체의 부양은 상당히 비슷한 값
을 주고 있다. 하지만 Trim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모
형 시험 중에는 선체 저항에 의한 자세 변화가 추가되어 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본 계산에 반영되지 못한 스프레이와 
같은 유동 현상에 의한 것들로 생각된다.



static 1st 2nd 3rd 4th Exp.(MOERI)
TM(m) 1.585 1.593 1.60 1.602 1.602 1.60
TF(m) 1.172 1.163 1.215 1.228 1.225 0.981
TA(m) 2.013 2.040 1.997 1.986 1.989 2.247
Trim(deg) -1.40 -1.46 -1.30 -1.26 -1.27 -2.11
Trim(cm) 84.1 87.9 78.2 75.8 76.3
CL(×103) 10.364 4.898 4.757 5.316 5.442
L(MN) 0.223 0.102 0.087 0.096 0.099
CD(×103) 2.496 3.643 3.758 3.562 3.508
CW(×103) 2.994 3.961 4.075 3.894 3.843

Table 3 Variation values each of iteration

※Trim(deg) by bow is defined to b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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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성 계산
Fig. 8과 같이 추력과 점성 및 조파에 의한 저항에 대한 선체

의 항주 자세를 최종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포텐셜 계
산으로 얻어진 항주 자세에 대해 점성 계산을 수행하고, 이로부
터 얻어진 유체력들을 모두 반영하여 다시 평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항주 자세를 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아직 점성 계산을 통한 최종적인 항주 자세 추정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으나, 모형 시험에서 계측되어진 흘수를 기준으로 점성 
계산을 수행하여 보았으며, 정량적인 계산 값들과 모형 시험 값
들을 비교하여 향후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고찰하도
록 하였다.

Fig. 8 Final force diagram in running condition
점성 계산은 FLUENT VOF법을 사용하였으며, 김병남 등( 

2009)의 계산 결과를 재현하는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는 데 그치
었다. Fig.9는 모형시험과 potential계산의 조파저항 계수를 비교
한 그림이다. 정성적으로 유사하지만 모형시험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0은 모형시험과 potential, VOF법을 활용한 점성계
산 간의 전저항(CT)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점성계산 결과가 모
형시험과 정량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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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transom wave between 
towing tank test and Fluent VOF method (25 knots)

Fig. 11과 12는 FLUENT 계산 결과로 나온 자유 수면의 쇄파
를 모형시험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형시험 결과
와 유사하게 잘 재현해주고 있다. 

7. 결 론
고속 활주선의 저항 성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주 시

의 항주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활주의 가장 큰 원인은 유체동



역학적인 힘 발생에 의한 선체 부양이다. 이러한 부양력 힘을 계
산하여 항주자세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 계산을 활용하였다.

우선 정지 중 흘수를 찾아낸 후 포텐셜 계산 결과로 나온 압력
을 적분하여 유체동역학적인 힘을 알아내고 부력과 배의 무게와
의 평형 관계를 활용하여 자세를 추정하였다. 점성에 의한 저항
과 추진력에 의한 자세의 변화를 고려 할 필요가 있지만, 본 계
산만으로도 모형 시험과 유사한 항주 자세를 예측 할 수 있었다. 
향후 점성 계산 결과를 반영하고, 추진기에 의한 추력 등 본 연
구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유체력들을 고려하여 항주 자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계획이다.

고속 활주선의 활주력과 자세를 모형시험이 아닌 수치계산으
로 추정해 냄으로 인해 고속선의 성능 평가와 선형 개발에 상당
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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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nonlinear roll damping characteristics of the 
Rigid-hulled Inflatable Boat (RIB). Using the measured motion response data of the rolling 
system, an inverse problem (suggested by Jang et al. (2009)) is formulat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nonlinear roll damping. The results of the herein paper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exact experimental data from the free-roll decay test with the simulated 
one by the inverse proble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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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resent paper aims to identify the nonlinear roll damping 

for a particular ship (e.g. Rigid-hulled Inflatable Boat-RIB) 
based on a free roll decay test. The ship roll 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ship’ s stability that concerns ship 
capsizing, the comfort of passengers and th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of a ship. For the design of dynamically 
stable ship, the roll motion should be predicted in an accurate 
manner in real time. This depends on th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nonlinear roll damping moment (Jang et al., 2009). 

A number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roll motion of a ship. Bhattacharyya 
(1978) developed both linear and nonlinear mathematical 
formulations of ship roll motion. Dalzell (1978) improved the 
conventional linear and linear-plus-quadratic damping models, 
which had a weak point in the case of application to the usual 
nonlinear roll equation. He proposed a mixed linear-plus-cubic 
damping model to overcome the problem of quadratic damping.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free-decay data, Roberts 
(1985) analyzed two alternative parametric forms of damping, 
linear-plus-quadratic and linear-plus-cubic. And various 
approaches to the identification of roll motion have also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for discussing the effects of 
nonlinear parametric forms (Denise, 1983; De Kat and Paulling, 
1989; Zborowski and Taylan, 1989; Witz et al., 1989; Taylan, 
2000; Surendran et al., 2005).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identification 
of ship roll motion, almost the whole studies are concerned 
with the well known, parametric approximations of identification. 
These approximation methods highly depend on the estimation 
of the linear or nonlinear damping parameters. 

Jang, et al. (2009) suggested a “ non-parametric”  method 
for identifying a nonlinear system. The method presented herein 
is built on the base of measuring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ship angular displacement and velocity. These responses are 
measured from the ship free-roll decay test. Lee et al. (2010) 
applied the non-parametric method, suggested by Jang, et al. 
(2009),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of a fishing vessel. In the present study, we applied the non-
parametric method to identify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of 
the Rigid-hulled Inflatable Boat (RIB).  
 

 

 

 

 

2. Experimental setup 
Table 1 The principal dimensions and inertial properties of the model 

500-ton class RIB – scale 1/13 

Overall length  LOA 4.7846 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BP 4.3385 m 

Breadth  B 0.7 m 

Depth LN 0.3846 m 

Displacement ∆ 290.57 kg 
Draft d 0.2 m 

Meta-centric height GM 0.0022 
Virtual mass moment 

of inertia I’44 0.0284 
 
The free-decay test was conducted in the towing tank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length: 100 m, breadth: 8 m, depth: 
3.5 m). The RIB model tested herein is 500-ton class RIB, 
which is a scale of 1:13. The specific dimensions an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IB model are displayed in 
Table 1.  

The present paper, based on the inverse method, recover 
the functional form of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which 
could be identified from the measured experimental data of a 
RIB. So we measured the dynamical response data of the 
rolling RIB by the VR sensor (Table 2). This sensor 
simultaneously measures both the angular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the roll motion. The RIB model is positioned 
orthogonally at the center of the towing tank, and the VR 
sensor placed at the center of the gravity of the RIB. The angle 
and the angular velocity of the free-roll decay motion are 
measured simultaneously.  

The measured roll responses and the initial angular 
displacement and initial velocity are depicted in Fig. 1. (The 
initial angular displacement: 0.1636 rad , the initial angular 
velocity: 0 /rad s )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the VR sensor 

VR sensor (Datatec) 
         6-D motion contact type 

Frequency 60 Hz  
Capability 300 / seco  

 



 

 

(0) 0.1636 ,  (0) 0radφ φ= =&  
Fig.  1 Responses of free-roll decay test and the initial condition. 

 
3. Identification of the nonlinear roll 

damping and the results 
The general equation for roll motion in still water is shown as 

a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 ( ) sin 044 φ φ φ+ +∆ ⋅ =&& &I D GM                       (1) 
 
In Eq. (1), the virtual mass moment of inertia '44I , the 

displacement ∆ and the meta-centric height GM are known. 
And the angular displacementφ  and the angular velocityφ&  
can be measured from the free-roll decay test. 

 
3.1 Inverse problem approach 
In this paper, we show how the inverse problem approach 

(Jang et al. 2009) can be applied to the identification of a 
RIB’ s roll motion by modelling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The differential equation, Eq. (1) can be transformed into and 
equivalent Volterra-type integral equation of the first kind. 
However, the first kind integral equation is ill-posed in the 
sense that the solution lacks stability properties. To overcome 
this problem, we utilized the Tikhonov’ s regularization 
(Tikhonov, 1963). The result of the identification the nonlinear 
roll damping moment is shown in Fig. 2. 

 
Fig. 2 Recovered nonlinear damping moment using the inverse 
method. 

3.2 Parametric approximation approach 
As a conventional method for the identification of a ship roll 

moment, the parametric approximation method, it mainly 
focuses on the direct estimations of the damping parameters, 
in Eq. (2). These parameters are determined from the curve of 
extinction. We apply the conventional damping moment term 
as follows: 

 
( ) | |φ φ φ φ= +& & & &D A B                                      (2) 

 
We can determine the damping parameters A and B from 

the curve of extinction. We compared the determined damping 
with recovered nonlinear damping moment using the inverse 
method, as shown in Figs. 3.  

Finally, Fig.4 shows the simulated roll motion, which is 
based on the inverse approach is in fairly good agreement with 
the exact one. It is shown that the inverse approach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find out the functional form of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for a particular ship, e.g. RIB. 

 
Fig.  3 Comparison of the recovered nonlinear damping moment.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simulated responses: the inverse 
approach and the conventional parametric approximation approach. 

3. Conclus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functional form of nonlinear 
damping in a RIB’ s roll motion, a free-roll decay test is 
performed. An inverse problem, suggested by Jang et al. 
(2009), is utiliz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It is shown that the inverse approach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find out the functional form of the 
nonlinear damping moment for a particular ship, RIB. As a 
conclusion, the method herein appears to be relatively accurate 
compared to the parametric identif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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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내면파의 경사면에 의한 파형 전환 수치모사
신상묵(부경대학교), 김인철(부경대학교), 김용직(부경대학교)

요 약

A developed code is applied to simulate the waveform inversion of an interfacial solitary wave due to a submerged 
trapezoidal obstacle. The interface between two incompressible fluids is regarded as a moving contact discontinuity. 
An approximated Riemann solver is used to estimate the inviscid flux and the discontinuity across the interface is 
handled without any artificial smoothing. The time evolution of the interface is captured on the basis of a computed 
density field, but the computational procedure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about the instantaneous interface. The 
hybrid Cartesian/immersed boundary method is used to treat the boundary condition. The immersed boundary nodes 
are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edges crossing the boundary. The dependent variables at the immersed boundary 
nodes are reconstructed by the interpolation along a local normal line to the boundary. The internal solitary waves are 
generated by the collapse mechanism, where different interfacial levels on both sides of a vertical sluice gate are given 
as the initial conditions. Effects of the difference in the interfacial levels and the width of the fluids confined in the 
sluice gate are investigated. The computed time histories of the internal waves are compared with other computational 
results and good agreements are achieved. The depression-type internal solitary wave propagates and interacts with  
a submerged trapezoidal obstacle. The simulation suggests that the incoming depression-type internal solitary wave 
undergoes the waveform inversion into elevation-type internal waves. The time histories of wave elevations at two 
place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it is found that the computed waveform invers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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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에서 밀도의 연직방향 변화는 고온 저밀도의 상층과 저온 

고밀도의 하층 사이에 존재하는 밀도 약층에 집중된다. 수심에 
따른 이러한 밀도 변화는 중력에 의한 복원력을 형성하여 내면파
를 발생시킨다. 밀도 약층은 염분 분포의 영향으로 수온 약층과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온 약층과 
유사하며 상층 및 하층의 수심에 비해 무시할 만한 폭을 가진다. 
이에 따라 내면파 해석의 경우 해양 환경은 많은 연구들에서 밀
도가 다른 두 유체 층으로 모델링 된다.

내면파의 경우 상하층 유체들의 밀도차가 대단히 작아서 작은 
교란에도 대단히 큰 파고와 긴 주기의 내면파가 쉽게 발생하며 
조류와 해저 지형 변화 및 수심에 따라 고립내면파도 자주 발생
한다. 1990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긴 주기의 내면파에 의한 유
동은 해저 케이블 파손 및 계류된 구조물의 운동에 의한 사고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et al. 2011, Chen 
1996). 또한 내면파는 잠수함 감시와 관련하여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Chang et al. 2006). 내면파가 발생하면 수면 근처의 수
평방향 속도 분포의 주기적인 변화가 유발된다. 수면 근처에서의 
수평방향 속도의 변화는 해수면의 거칠기 분포를 변화시키게 되
며 이러한 해수면 거칠기의 분포는 SAR(synthetic aperture 
radar)에 의해 쉽게 포착된다. 이러한 이유로 SAR를 이용한 잠수
함 탐지와 관련하여 밀도 약층 주위의 몰수체에 의한 내면파 해
석이 진행되고 있다.

내면파 해석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Yun & 
Yoon, 2010, Kim & Koo, 2010, Shin et al., 2004, 2005). 최
근 Shin et al.(2010, 2011)은 밀도 불연속이 있는 유동장 내의 
flux를 근사화된 Riemann 문제에 의해 처리하여 자유표면 유동
을 모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자유표면은 밀도
의 불연속이 있는 움직이는 접촉 불연속면(contact discontinuity)
으로 처리된다. 계산되는  밀도 분포로 부터 매 순간 자유표면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지만 계산의 모든 과정 동안 자유표면에 대
한 정보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자유표면 주위 종속변수들의 
smoothing 같은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 없다. 이러한 특징은 임의
의 밀도비를 가진 유체들의 복잡한 자유표면의 거동을 쉽게 처리
할 수 있게 한다. HCIB 법(Shin et al., 2009, 2007)은 경계 비
정합(non-boundary conforming) 기법의 일종으로서 움직이거나 
변형하는 경계를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물체의 두께가 영 이어
도 적용이 가능하다. Shin et al.(2011)은 HCIB 법과 Riemann 
해를 이용하는 FDS 기법을 적용하여 움직이거나 변형하는 물체 
주위 자유표면 유동을 해석하였다. 개발된 코드는 수중익에 의한 
수면파와 Rayleigh-Taylor 불안정성에 대한 결과 비교를 통해 임
의의 밀도비를 갖는 유체들의 자유표면 유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고 조파기나 수중익에 의한 파형에 대한 실험 및 
다른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움직이는 경계 혹은 날개 끝단
과 같은 날카로운 형상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코드는 해저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면파나 움

직이는 구형 탱크 내의 복잡한 3차원 자유표면 모사에 적용되었
다(Sh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HCIB법과 FDS 기법을 이용한 코드를 이용하
여 내면파에 대한 수치모사가 수행되었다. 코드의 내면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초기에 수면의 높이 차가 있는 상태에서 수문이 개
방되어 하강형 고립내면파를 생성하는 과정이 모사되어 
Nakayama (2006)에 의해 보고된 결과들과 비교되었다. 개발된 
코드를 이용하여 경사면으로 진행하는 하강형 고립내면파가 수
심 감소에 따라 두 개의 파정을 가진 상승형 고립내면파로 파형 
전환이 발생하는 과정을 수치모사 하였으며 그 결과를 Cheng & 
Hsu(2010)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2. 수치 해석 기법
지배방정식은 밀도가 다른 비압축성 유체들에 대한 질량 및 

운동량 보존식과 각각의 유체들에 대한 비압축성 조건으로 다음
과 같이 적분형태로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체적력 벡터이고 보존변수 벡터 와 비점성 flux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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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각 방향의 속도성분, 는 압력이
다. 식(1)의 첫 번째 식은 검사표면에서의 질량 flux에 의한 검사
체적 내 밀도의 시간변화를 결정하며 이로부터 매 순간 자유표면
을 추적할 수 있다. 마지막 식은 각 유체들의 비압축성 조건을 
강제한다. 물리적 시간단계마다 비압축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 가상시간 에 대한 의사압축성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된 보존변수 벡터 를 도입한다.


 




 
















(3)





















(4)

여기서 는 의사압축성 계수이다.
의사압축성 도입으로 형성된 수정된 보존변수 벡터 와 비점

성 flux 에 대한 hyperbolic 문제는 근사화된 Riemann 문제 



해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flux를 계산할 수 있다.
  

    
  

   (5)

여기서 과 는 양쪽 요소에서 종속변수들의 gradient를 고
려하여 검사표면에서 재구성된 보존변수 벡터이고 는 양쪽 종
속변수 벡터를 가중 평균한 보존변수 벡터에 의해 계산된 비점성 
flux의 Jacobian 행렬이며 은 의 right-eigen vector 행렬이
며 는 대각요소가 의 고유치의 절대값들로 구성된 대각 행
렬이다. Jacobian 행렬에 임의의 종속변수 벡터 차이가 곱해져
서 얻어진 벡터가 각각의 종속변수 벡터에 의해 계산된 flux 벡터
들의 차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 다음과 같이 가중 평균된 
종속변수들로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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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식화에 대한 Jacobian 행렬의 eigen-system은 =
를 기저로 하여 2차원 및 3차원 유동에 대해 
Shin et al.(2010, 2011)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 등의 종속변수에 불연속을 허용하기 때문
에 gradient 사용에 의한 종속변수 재구성에서 비물리적인 진동
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gradient 계
산 시 minmod와 superbee의 혼합 형태의 제한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밀도의 불연속으로 인해 정수력학적 압력분포 추정에 발생
할 수 있는 오차를 없애기 위해 Quian et al.(2006)이 제시한 대
로 압력의 미분치 계산과정 동안 추정된 요소의 밀도에 근거한 
정수력학적 압력변화가 분리되어 고려되도록 하였다.

HCIB 법에서는 물체 경계 위에 분포된 Lagrangian 절점들의 
위치로부터 배후격자계의 유동영역 내부에 가상경계절점들을 분
포시킨다. Shin et al.(2007)은 가상경계절점 결정을 위한 기준으
로 Lagrangian 절점들을 연결하여 구성되는 물체 표면요소와 배
후격자의 변요소가 접촉하는지를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가상경계절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는 배후격자계에
서의 수정된 유동영역 경계가 닫히게 되어 가상경계절점들에서 
속도가 재구성되면 이산화된 유동해석 문제가  well-posed 됨을 
보장할 수 있으며 두께가 영인 물체 주위에도 가상경계절점들이 
분포되기 때문에 배후격자 요소의 크기에 관계없이 물체 형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hin et al.(2011)은 HCIB 법의 경계조건 처리 방법과 밀도가 
다른 비압축성 유체들에 대한 FDS 기법을 이용한 flux 계산 기법
을 연결하여 움직이거나 변형하는 물체 경계가 있는 자유표면 유
동 해석 기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HCIB 법

과 달리 Euler 방정식 해석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가상경계절점
에서의 종속변수 재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점성유동 해석의 경
우 가상경계절점에서의 종속변수는 기존의 방법과 같이 물체 경
계에 대한 국소 법선을 따른 선형적 변화 가정을 적용하나 Euler 
방정식 해석의 경우에는 법선속도 성분을 분리하여 선형적 변화
에 따른 추정을 하고 접선속도 성분은 유체장으로 부터 외삽한
다. 압력의 경우 유체정역학적 압력분포를 제외한 압력장으로부
터 가상경계절점에서 외삽된 후 유체정역학적 압력분포가 추가
되며 밀도의 경우 유동 영역 내부에서 외삽된다.

3. 고립내면파의 생성 및 전파
개발된 코드를 이용하여 고립내면파의 생성과 전파를 모사하

고 그 결과를 다른 계산결과(Nakayama 2006)와 비교하였다. 고
립내면파 생성은 붕괴기구(collapse mechanism), 즉 초기에 수
문 양쪽의 유체층 들의 높이를 조절한 후 수문을 개방하는 방법
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두 유체층의 높이 비에 따라 하강형 
혹은 상승형의 고립내면파가 발생한다(Yun & Yoon, 2010). 본 
연구에서는 Nakayama의 계산과 동일한 초기조건이 사용되었다. 
두 유체층의 밀도는 각각 998.7kg/m3 및 1038.7kg/m3 이고 각 
유체층의 높이는 각각 0.045m 및 0.105m 이다. 탱크의 길이는 
3.0m 이고 탱크의 좌측 끝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수문이 위치
하며   만큼 경계면이 내려와 있다.

그림 1과 2에서는 =15에서   및 에 따른 파형 변화가 
비교되고 있다. Nakayama(2006)에서는 =0.2 및 =0.025의 
값이 사용되었으나 대와류모사 기법 적용에 따라 초기 교란을 감
소시키고자 수문 양쪽의 경계면이 /6의 기울기로 변화한다고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heng & Hsu(2010)의 실험과 같이 
수문 양쪽에서의 균일한 초기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Nakayama가 적용한    및 를 기준으로 
다른 값들이 적용된 경우에 대한 계산도 수행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수문의 위치는 벽에서 반사되어 나온 파들과의 간섭에 
영향을 미쳐 생성된 고립내면파 뒤의 파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수심 차이의 경우 주로 생성된 고립내면파의 파고에 영향을 
미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0.2 및 =0.025의 경우에 대해 =15에서
의 등속도곡선과 속도 벡터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법
선속도에 가까운 수직속도는 경계면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
지만 수평방향 속도는 경계면 주위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임을 관
찰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시간에 따른 경계면의 변화가 Nakayama(2006)
에 의해 보고된 결과와 비교되었다. 생성된 고립내면파의 파고 
및 파형 그리고 전파속도 등은 매우 좋은 일치를 보임을 관찰 할 
수 있다. 진행하는 고립내면파 뒤의 파형에는 두 결과에 다소 차
이가 있으며 이는 그림 1및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Nakayama
가 초기 경계면에 기울기를 가정함으로서 초기 교란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벽면에서 반사된 파들의 중첩 등에 따라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4. 경계면에 의한 파형전환
개발된 코드를 이용하여 경사면에 의해 수심 변화가 있는 영

역으로 진행하는 하강형 고립내면파의 파형전환이 모사되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Cheng & Hsu (2010)에 의해 실험결과가 보
고되었으며 Yun & Yoon(2010)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
다. 그림 5는 이 문제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계산에 사용된 
수치는 Cheng & Hsu (2010)의 실험과 동일하게 주어졌다. 길이 
12m의 탱크에 밀도가 각각 996kg/m3 및 1030kg/m3인 유체가 
0.13m 및 0.42m의 높이로 채워져 있다. 탱크의 오른쪽 끝에는 
앞 절과 유사하게 수문에 의해 초기 수심이 다르게 주어진다. 탱
크의 왼쪽에는 높이가 0.37m 이고 평행부가 4.8m, 경사부의 길
이가 1.5m인 물체가 놓여있다. 초기에 수문을 개방하여 고립내
면파가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며 왼쪽 벽면에서부터 4.6m 및 
6.3m 떨어진 곳에서 시간에 따른 경계면 높이가 기록되었다. 경
사면과 상호작용이 시작되기 전에 실험에서 계측된 하강형 고립
내면파의 파고 0.043m가 되도록 수문 오른쪽 경계면의 높이차가 
조절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배후격자는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각각 0.025 및 0.0025의 최소 격자간격을 갖고 중력가속도는 
9.81m/s2 이다.

그림 6은 시간에 따른 속도 벡터와 속도 성분들의 contour를 
보여준다. =20 에서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하강형 고립내면파에
서의 전형적인 속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32에서는 경사면
을 타고 올라가면서 파 주위 속도장이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40에서는 고립내면파의 중심부근에서 윗면과 아랫면 수심의 
역전이 발생하며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는 2차 유동이 발달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사면에서 올라오는 유동은 파 
진행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고립내면파 후반부의 유동
과 부딪히면서 경계면의 상승을 유발하며 이 과정을 =43에서 
관찰 할 수 있다. =46에서는 상승형의 고립내면파가 발달되고 
있으며 이 후 두 개의 파정을 가진 상승형의 고립내면파가 왼쪽
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53에서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7은 두 곳에서 기록된 경계면 높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경사면이 시작되는 위치인 probe 2에서는 파
고 0.43m의 하강형 고립내면파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경계면의 
시간변화가 먼저 기록된 후 경사면에 의한 반사파 등의 중첩으로 
복잡한 변화를 보인다. 평행부가 시작된 이후의 지점에 위치한 
probe 4의 경우 하강형 고립내면파의 접근에 따른 경계면 하강
이 나타나지만 경사면의 영향으로 하강속도가 느려지고 최대변
위도 감소한다. 이후 probe 4에서는 경계면이 급격히 상승하였
다 하강하고 다시 상승하는 두 개의 파정을 가진 상승형 고립내
면파의 진행에 따른 시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
징은 Cheng & Hsu(2010)에 의해 보고된 실험결과와 좋은 일치
를 보인다.

5. 결 론
밀도가 다른 비압축성 유체들에 대한 FDS 기법과 HCIB법을 

이용한 경계면 처리가 결합된 코드를 이용하여 내면파에 대한 수
치모사가 수행되었다. 붕괴기구에 의한 하강형 고립내면파의 생
성 및 전파를 수치모사하고 그 결과를 Nakayama(2006)에 의해 
보고된 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든 시간에서 경계면 형상이 좋은 
일치를 보임을 관찰하였다.

평행부를 가진 경사면으로 진행하는 하강형 고립내면파가 경
사면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두 개의 파정을 가진 상승형 고립내
면파로의 파형전환이 발생하는 과정이 모사되었다. 파형전환이 
경사면을 타고 파의 진행방향으로 유입되는 2차 유동이 고립내
면파 후미부의 유동과 충돌하여 경계면 상승을 유발함을 관찰 하
였고 경사면 진입부와 평행부 시작점 주위에서의 시간에 따른 경
계면의 시간 변화는 Cheng & Hsu(2010)의 실험결과와 좋은 일
치를 보임을 관찰하였다.

내면파와 물체 경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모사할 수 있음이 
검증된 코드는 향후 몰수체에 의한 내면파 발생 예측이나 공기, 
기름 및 해수가 있는 경우 물체의 운동에 의한 자유표면 유동 모
사 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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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용 프로펠러의 추진성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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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적인 유가상승과 탄소배출량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개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유류비 증가 및 어선의 노후화 등으
로 인한 국내 어업 경쟁력의 약화 및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근해 어선용 추진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현재 국내 어선현황에 기초하여 대표 선종인 130톤급 예망어선을 대상선으로 선정하고 추진기의 추진성능을 이론 및 실험적
으로 평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논문에 수록하고 있다. 모형 시험 및 수치 해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상선의 프로펠러
는 과도한 캐비테이션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매운 높은 수준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어선의 추진
력 감소에 따른 연료비의 증대, 캐비테이션에 의한 추진기 손상, 과도하게 발생되는 소음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상선의 추진성능 평가에 적용되는 최신기술을 어선 추진기에 적용하여 모형시험 및 이론성능 평가 과
정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선 추진기의 성능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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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유류비 상승과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어업 경쟁력의 약

화 및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료절감장치 개발 등의 사례는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추진
기 자체가 고효율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일반 상선의 추진기 설계 및 생산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
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선에 적합한 추진기에 대한 연구, 개발
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전문적인 기술력이 적용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고효율 추진기
를 개발, 보급하여 연료 소비를 절감하고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데 목적이 있다. 효율이 향상된 추진기를 개발하기 위해 현
재 사용되고 있는 추진기의 성능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 선종을 대상선으로 선정하고 해당 어선의 선
형 및 추진기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대상선은 130톤급의 예망어선으로 선정하였고 선형은 도면을 
입수하여 모형선을 제작하였으나, 프로펠러는 제작도면이 존재하
지 않는 관계로 실측을 통하여 형상 정보를 획득하고 모형 프로
펠러를 제작한 바 있다(Jang, et. al., 2010). 이를 바탕으로 반
류계측, 저항시험, 자항시험, 프로펠러 단독성능 시험 및 캐비테
이션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추진기 성능에 대한 이론해석과 
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향후 고효율 프로펠러의 설계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반류 계측 및 저항추진 시험
2.1 대상선의 특성 및 모형선 제작

본 연구의 대상선은 130톤급 대형 트롤어업선(trawler)으로 
Talble 1과 같은 특성이 있다. 대상선은 그물을 끄는 방식(예망 
또는 인망)으로 어로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추진성능은 
어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모형선은 축척비 1/7.936
의 목재로 제작되었으며 선체 부가물은 Box keel, Shoe piece, 
Rudder등이 부착되어 있다.

Item Characteristic
material steel

classification fishing boat
use coastal large trawlers

gross tonnage 139 ton
average max. speed 11.5 knots

engine diesel 1278PS(939kW)  ˟ 1
RPM 1600

reduction gear ratio 4.45:1
no. of propeller blade 4

propeller diameter 1,984mm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model ship 

Fig. 1 Photographs of the model ship

(b) 4.0knots

(a) 11.5 knots
Fig. 2 Iso-axial velocity contours



2.2 저항추진 성능평가 시험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형시험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전연구소의 선형시험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성능평가는 프로펠러
의 단독시험, 저항 및 자항시험이 수행되었다. 예망상태의 자항
시험은 모형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모형
그물의 저항력을 추정한 후 만재운항 상태 자항시험에서의 마찰
수정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새로운 자항점에 대응하는 회전수, 추
력, 토오크를 구하였다. 반류 계측시험은 예망속도(4.0knots)와 
최대속도(11.5knots)에서 수행하였다(Fig. 2). 반류계측 결과는 
선형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0도 해당하는 부분에 급격한 변화
를 가지는 저속구간이 계측되었다. 이는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성능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
선의 특성상 선미에 위치하는 슈피스(Shoe piece)의 영향으로 
180도 부근에도 동일한 형태의 저속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저항추진 시험 결과를 대표 선속에 대하여 Table. 2에 정리하
였다. 일반적인 상선에 비하여 매우 낮은 단독효율과 선각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선으로 선정한 어선의 경우 건조된지 오래된 
선박으로 선형과 추진기의 정확한 형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
나, 계측된 자항계수를 분석하면 초기에 설계단계에서 최적화된 
선형 및 추진기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단독효율의 경우 자항점에 대한 검토만으로도 많은 효율증가
가 기대된다.

Ship speed (knot)
11.5(cruise) 4.0(trawl)

PE (kW) 338 111
ηD 0.487 0.319

PD (kW) 693 348
N (rpm) 344.88 254.49

t 0.341 0.172
ws 0.312 0.267
ηR 1.002 0.988

Table. 2 Result of powering performance (design 
draft, KP935)

3. 추진기 성능 수치해석
향후 개선설계를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사용할 수치계산 프로

그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시험조건에 대하여 수치계
산을 수행하였다. 수치계산은 축기진력(Fig. 3), 캐비테이션(Fig. 
4), 변동압력(Fig. 5)에 대하여 수행하였다(Kerwin & Lee, 1978; 
Lee, et. al., 1992). 

수치계산결과 캐비테이션은 0°근처에서는 날개면의 절반 이상
을 덮는 캐비테이션이 발생되고 있으며, 반류의 특성으로 인하여 
180° 위치에서도 캐비테이션이 발생되고 있다. 추정된 캐비테이
션의 양도 매우 과도하게 추정되었으며, 변동압력 추정 결과 역

시 20kPa에 육박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선급협회에서 일반 
상선에 규정하고 있는 변동압력의 허용기준이 8~10kPa임을 감
안하면 선박의 진동 및 이로 인한 소음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예
상된다. 축기진력 계산결과는 비교를 위해 BV선급의 상선기준을 
참고로 하여 도시하였는데, 축방향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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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s of the cavitation patterns(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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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redicted Full-Scale Pressure Fluctuation 
Amplitudes(cruise)

4. 캐비테이션 및 변동압력 계측 시험
대상선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관찰 및 변동압력 계측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원 중형 캐비테이션터널(시험부 0.6m × 0.6 × 
2.6m ; width × height × length)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은 어선의 항주상태(cruise) 및 어업시 예망상태(trawl)의 두

Fig. 8 Photographs of the cavitation patterns(tr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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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Predicted Full-Scale Pressure Fluctuation 
Amplitudes(trawl)

가지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반류스크린은 항주
상태(11.5knots)의 반류를 사용하였으며, 반류스크린은 해양연구
원 표준기법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시험조건은 Table 3과 같
다.



Model Propeller Number KP935
Load Condition Cruise Trawl

Water Temperature 4.5°C 4.5°C
Atmospheric Pressure 100.1 kPa 100.1 kPa

Full-Scale Propeller Brake Power 1277.6 PS 1277.6 PS
Full-Scale Propeller Rotational Speed 377.44 rpm 360.56 rpm

Full-Scale Propeller Shaft Submergence 1.787m 1.787m
Tip Clearance 0.2506m 0.2506m

Model Propeller Rotational Speed,  25.0rps 25.0rps
Advance Coefficient,  0.3367 0.1738
Thrust Coefficient,  0.1732 0.2319

Cavitation Number,  1.3845 1.5171
Reynolds Number,  0.65×106 0.65×106

Air Content,  63.0% 63.0%

Table 3 Conditions for cavitation test

4.1 캐비테이션 관찰 시험
Fig. 6은 모형시험을 통해 관측된 항주 상태 시 캐비테이션 패

턴, Fig. 8은 예망 상태 시 캐비테이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항
주와 예망 상태 모두 180°근처에서도 발생될 정도로 넓은 회전
범위에 걸쳐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였다. 

캐비테이션의 특성도 소음, 진동 및 프로펠러 표면침식에 좋
지 않은 공기방울형 캐비티(bubble cavity)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캐비테이션의 두께도 매우 두껍게 관찰 되었다. 

일반적인 캐비테이션의 현상과 달리 “PHVC(Propeller hull 
vortex cavitation)”이 관찰되었다. PHVC는 항주상태에서 더 과
도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위하여 고속카메
라를 이용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캐비테이션 시험과 병행하여 변동압력을 계측하고 Fig. 7, 
Fig. 9에 결과를 도시하였다. 선체에 작용하는 변동압력은 수치
해석과 캐비테이션 관찰에서 예상되었듯이 매우 큰 값(약20kPa)
을 나타낸다. 

5. 모형 시험 결과 분석
5.1 반류와 캐비테이션의 관계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은 프로펠러에 유입되는 반류 및 운항
조건(추력계수 및 캐비테이션 수)에 의하여 지배된다. 본 연구에
서 채택한 대상선의 경우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에 매우 좋지 않
은 반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캐비테이션 수 또한 매우 적은 
상태이다. 따라서 과도한 캐비테이션은 이미 예상된 현상이었으
나, 0도 및 180도에서의 두꺼운 캐비테이션은 프로펠러의 최적
설계를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류의 영향은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Fig. 10의 선미 축 방향 반류분포를 살펴보면, 동일 반경
에서 프로펠러가 회전함에 따라 유입되는 속도의 변화가 매우 가
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펠러의 한 지점에서 급격한 

속도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프로펠러에 발생하는 캐비테
이션의 볼륨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급격한 변화와 동반하여 0도 부근에서 매우 낮은 저속구간은 프
로펠러의 국부적인 받음각을 상승시켜 캐비테이션의 볼륨을 증
가시킨다. 따라서 대상 어선의 선미 선형개선을 통하여 프로펠러
의 캐비테이션 성능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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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ircumferential distribution of axial velocity 
components(11.5knots cruise)

5.2 Propeller hull vortex cavitation
본 연구에서 관찰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PHVC이다. Fig. 7

의 변동압력계측은 20kPa 정도의 계측값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
에 계측된 변동압력은 20kPa을 헐씬 넘는 계측값을 나타내었다. 
Fig. 7은 10번 이상의 계측을 수행하면서 PHVC에 의한 변동압
력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제외한 결과이다. 

육안으로 계측되는 PHVC는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두꺼운 캐비
테이션이 붕괴하는 모습으로 관찰되었으며, 변동압력이 매우 불
규칙하게 계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HVC의 생성, 성장 및 소멸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속촬영을 수행하였다. Fig. 11은 10,000 fps의 속도로 
촬영한 영상 중 6장의 정지화상을 발췌한 것이다. 고속카메라 관
찰결과 육안으로 관찰된 것과 달리 PHVC은 프로펠러에서 발생
되어 위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보오텍스를 동반하는 
유입유동에 의하여 변동압력판(선체의 경우 선미 표면)에서 발생
하는 튜브형 캐비테이션과 프로펠러에서 발생한 두꺼운 날개끝 
부분의 캐비테이션이 서로 만나서 성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성장된 PHVC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날개와 만나서 다시 
성장할 때 까지 프로펠러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고속카메라 관찰에 의하면, PHVC은 선미형상에 의하여 형성
된 유입유동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Fig. 10에서와 
같이 축방향의 속도변화가 급격한 경우 선미에서 발생한 강력한 
보오텍스가 튜브형 캐비테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HVC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미 반류의 변화를 완만



하게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프로펠러의 날개끝 
부분의 캐비테이션의 두께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Fig. 11 Propeller hull vortex cavitation

5.3 개선 프로펠러 설계 방안
본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도하고 불안정한 캐비테이션 및 

PHVC의 발생은 모두 급격한 변화를 가진 선미 반류의 분포형태
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따라서 반류 분포를 개선하기 위하
여 선형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기존 어선의 경우 
선미 선형수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어선의 경
우에는 선미 반류 분포가 개선되도록 선미 유동을 유도할 수 있
는 부가물의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목표중 하
나인 덕트 프로펠러 및 전류 고정날개의 적용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결 언
국내 어선현황에 기초하여 대표 선종인 130톤급 예망어선을 
대상선으로 선정하여 수치계산 및 모형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형 시험 및 수치 해석 결과를 통하여, 대상선 프로펠러의 
캐비테이션 성능 및 추진성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어선의 경우 원하는 선속을 얻기 위하여 효율, 소
음 및 진동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선형 및 추진기의 설계를 최적화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된다.
어선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캐비테이션 및 추진성능의 특성
을 고려하여도 다음과 같은 최적설계를 수행할 경우 어선의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1) 자항성능에 맞춘 추진기 설계
2) 캐비테이션 감소를 위한 추진기 설계
3) 선미반류 개선을 위한 부가물 설계
4) 추진기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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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질량을 고려한 몰수체의 고유진동수 해석
Natural Frequency Analysis of Submerged Bodies with Added Mass

장현길, 안병권, 노인식(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홍창호(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창섭(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선체 진동의 감소와 소음 성능의 향상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고스큐 프로펠러 및 복합재료 프로펠러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불균일 반류중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부가질량 효과는 프로펠러의 고유진동수를 감
소시킴으로써 외력의 저차 조화성분과 공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유체-구조 상호작용
을 고려한 구조해석 기법이 개발되어 있으나 날개의 변형에 기인한 부가질량 효과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 수중에서 진동하는 몰수체의 부가질량을 고려하여 고유진동수를 추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
다. 구조해석과 유체역학적 해석의 반복법을 통해 부가질량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외팔판에 대한 예제 계산을 수행하고 부가질
량 효과에 의해 감소된 고유진동수가 Linholm(1965)의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였다. 진공상태와 수중에서 구한 고유진동형의 형상은 
일치와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였으며, 부가질량은 날개의 고유진동수와는 무관하고 고유진동형 형상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한 번의 반
복계산 만으로 수중에서의 고유진동수가 계산됨을 보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을 확장하여 선박용 프로펠러에 적용시킴으로
써 프로펠러 날개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언
선체 기진력 및 수중 방사소음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프로펠

러이다. 프로펠러 유기 기진력은 불균일한 선미 반류장에서 작동
하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동안 유입 유동의 속도 변화를 겪음으
로써 발생되며, 캐비테이션의 발생과 소멸도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저진동, 저소음 선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프로펠러가 고스큐를 가지도록 설계되는 추세에 있으며, 복합재
료 프로펠러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고스큐 프로펠러 및 복합재료 프로펠러는 구조가 복잡하고 날
개의 강성이 저하되고 진동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Fujimoto & 
Soh, 1982 cited in Nho, 2004). 또한 약화된 강성에 의해 프로
펠러의 변형량이 증가되어 추진 성능이 변화하는 문제점이 발생
되며, 부가질량효과의 영향으로 프로펠러의 고유진동수가 감소함
에 따라 프로펠러에 작용하는 외력의 저차 조화성분과 공진될 가
능성이 커지게 된다(Nho, et. at., 2004).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설계단계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
기 위해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한 구조강도 해석 기법(Nho, 
et. at., 2004)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펠러 구조해석 프로그램은 양력면 이론에 의해 계산된 동적 
하중을 전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에 외력항으로 적용되고, 진동
하는 날개의 변형에 기인한 부가질량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
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유체-구조 연성 기법의 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동하는 날개의 변형에 의한 부가질량
을 추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우선 외팔판(Cantilever plates)에 대하여 수중에서 수행 실험
결과(Lindholm, et. al., 1965)와 비교하였다.

2. 문제의 정식화 및 수치해석 기법
수중에서 진동하고 있는 날개의 고유진동 문제(Eigenvalue 

problem)을 해석하기 위하여 구조해석과 유체역학적 해석의 반
복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고자 한다. 진공중에서 구조해석을 수
행하여 고유진동형을 구하고 이를 사용해 유체역학적 해석을 수
행하여 수중에서의 부가질량을 구한다. 최종적으로 부가질량효과
를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한 번 더 수행하면 수중에서의 고유진동
수를 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Fig. 1에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2.1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구조해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한요소법

(FEM)을 사용하여 프로펠러 날개의 고유진동 문제를 해석한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프로펠러를 모델링 하기 위하여 20 절점 육
면체 isoparametric 요소(HEXS20)를 사용한다. 변형도-변위, 응
력-변형도 관계식 및 요소의 이산화 등의 일반적인 유한요소 정
식화 과정을 수행하면 유체력에 의한 강제 주기하중을 동반하는 

구조체의 운동방정식은 감쇠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은 질량행렬, 는 강성행렬, 는 기진력 행렬, 
는 응답변위, 는 사용된 조화진동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식 (1)의 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적분법과 고유진동형 
중첩법이 있는데, 외부의 기진력을 주기하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유진동형 중첩법이 선호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
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따라 구조체의 실제 응답을 구
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식 (1)에서 기진력을 제외
하고 자유진동을 가정하여 고유진동형을 구한다.

Fig. 1 Analysis process and data flow
 

2.2 유체역학적 해석(Hydrodynamics analysis)
프로펠러 주위의 비정상 유동해석은 양력면 이론에 의한 집중 

보오텍스 분포법(Kerwin & Lee, 1978)과 포텐셜 기저 패널법
(Hsin, 1990; Kim, et. al, 1993; Kim, 1995)이 좋은 결과를 보
여주고 있으며 프로펠러 설계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집
중 보오텍스 분포법이 비정상 성능 추정에 대하여 그 정확도가 
잘 알려져 있으나, 구조해석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패
널법을 사용하는 것이 프로펠러의 형상을 더욱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체역학적 해석에 패널법을 사용하여 
포텐셜 유동의 경계치 문제를 진동수 영역에서 해석하였다. 

날개 주위의 유동을 이상유동으로 가정하면, 섭동 포텐셜을 
로 표현할 수 있다. 날개 표면에 다이폴과 쏘오스를 분포하고 포
텐셜 정식화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제2종의 Fredholm 적분 방정식
이 얻어진다.










 


 




 (2)

여기서, 은 표면에서의 단위 법선 벡터이며 는 식 (3)과 같
이 정의되는 Green 함수이다.

 
 (3)

진동하는 날개 위의 유체의 유동은 저주파수 대역의 유동과 
고주파수의 날개 운동의 선형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고주파
수 운동에서 날개의 변위는 날개 표면 법선 벡터 방향으로 가정
하였다. 날개의 변위 로부터 표면의 속도를 로 표현하면 날개
로의 전체유입속도는 저주파수의 유입속도 와 함께 날개의 진
동에 의한 상대 유입속도 를 합하여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저주파수 상대유동이 없는 경우(  )로 가정
하면 날개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은 식 (5)와 같다.
  (4)


  (5)

구조해석으로부터 구한 날개의 고유진동수( )와 고유벡터( )
을 이용해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6)
     (7)
     (8)

식 (7)을 식 (5)에 대입하고 날개 표면의 법선벡터 방향이 진
동방향과 같음을 이용하여 날개 표면에서의 경계조건을 다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식 (9)에 따라 날개 표면의 속도 를 알면 날개표면에서의 
을 알 수 있으므로, 식 (2)에 대입하여 해석하면 날개 표
면에서의 속도 포텐셜 를 계산할 수 있다. 속도 포텐셜이 구해
지면 날개 표면에서의 압력 는 다음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10)

이때 속도 포텬셜을 식 (11)로 정의하면 식 (10)은 식 (12)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11)
  

 (12)

2.3 고유진동수의 계산
날개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날개 주위의 압력은 식 (13)과 같

이 날개에 외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외력를 식 (14)와 같이 부
가질량의 형태로 표현하면 해당 항은 식 (15)와 같이 표현된다.

 (13)
   (14)
 (15)

식 (15)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식 (12)에서 구한 압력을 이
용해 수중에서 진동하는 날개의 부가질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
서 부가질량은 날개의 고유진동수와는 무관하고 고유진동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3. 수치계산 및 고찰
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자료는 외팔판에 대

하여 수중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가 수록된 논문(Lindholm, et. 
al., 1965)을 사용하였다. 해당 논문과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여 
수치계산을 수행하고 2차 모드까지의 내용을 다음 Table 1에 정
리하였다. 고유진동형의 차수는 비교 논문과의 일관되도록 Fig. 
2와 같이 선택하였다.

Mode 1 2
Case Lindholm Present Lindholm Present

No. a/b h/b Vacuum Water Vacuum Water Vacuum Water Vacuum Water
1 5 0.1240 20.90 14.60 20.22 14.96 210.0 166.0 192.7 164.1
2 2 0.0611 65.70 40.30 63.09 42.15 283.0 209.0 266.5 206.1
3 3 0.0611 29.10 17.80 27.88 17.97 181.0 133.0 169.1 129.6
4 5 0.0611 10.40 6.30 9.98 6.21 105.0 77.30 97.75 74.39
5 1 0.0238 99.50 51.40 99.33 54.65 243.0 154.0 242.0 154.7
6 2 0.0238 24.70 12.10 24.62 12.18 106.0 67.50 105.4 64.24 
7 3 0.0238 10.90 5.10 10.89 5.12 68.10 41.60 66.92 40.21 
8 5 0.0238 3.93 1.78 3.90 1.75 39.50 24.20 38.64 22.97 
9 0.5 0.0131 223.0 106.0 220.2 112.6 342.0 189.0 336.1 193.8
10 1 0.0131 55.60 23.30 54.72 24.11 136.0 68.70 133.7 70.07 
11 2 0.0131 13.80 5.10 13.58 5.28 59.30 29.80 58.25 28.80 
12 3 0.0131 6.11 2.30 5.99 2.20 38.00 20.60 36.86 17.87 
13 0.5 0.0090 159.0 63.50 151.3 67.15 244.0 110.0 231.3 116.9
14 1 0.0090 39.70 14.60 37.61 14.17 97.10 44.20 91.96 41.69 
15 2 0.0090 9.86 3.12 9.32 3.07 42.40 18.80 39.99 16.99 

Table 1 Comparison of computed natural frequencies with 
Lindholm's for cantilever plates                      (Hz)



Lindholm의 실험에 사용된 외팔판의 치수는 폭(B)이 8inch로 
고정되고 각 case에서 a/b가 폭장비(aspect ratio), h/b가 두께
비로 정의된다. 재료상수는 steel로만 소개되고 정확한 값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Young's modulus = 300 GPa
Density = 7850 kg/m3  
Poison ratio = 0.3

Table 1에 보인 Lindholm의 결과 중 진공상태(Vacuum)의 고
유진동수는 스트립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구한 값이고, 수중
(Water)의 고유진동수는 직접 수중에서의 실험값을 보인다. 따라
서 진공중에서의 스트립법을 이용하여 구한 Lindholm의 고유진동
수와 FEM에 의해 계산한 본 논문의 방법 간의 고유진동수의 차이
는 FEM계산이 더욱 정확하므로 현재의 FEM값을 엄밀해로 간주
하며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적
으므로 스트립법에 의한 계산도 거의 정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3.1 고유진동형 형상
X

Y

Z

1st mode

X

Y

Z

2nd mode

X

Y

Z

3rd mode

Fig. 2 Normal mo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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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ode shape beetween in vacuum 
and in water. 

Fig. 2는 1~3차 고유진동형의 형상을 보여준다. 1차는 단순 
굽힘 모드이고, 2차는 1개의 노드선(변위가 0인 점의 궤적)이 종
방향에 나타나는 비틂 모드, 3차는 1개의 노드선이 있는 굽힘 모
드이다. 

진공중에서의 해석된 고유진동형 형상을 이용하여 수중에서의 
유탄성 해석을 수행하는 반복법에 의해 진공과 수중에서의 고유
진동수를 차례로 구하므로, 진공중에서와 수중에서의 고유진동형

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ig. 2는 진공 및 수중에서 계산된 고유진동형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2(top)는 1차 고유진동형 형상으로 z-방향(폭 방향)으
로의 진폭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을만큼 적어서 z=0에서의 형상
만을 보여준다.  Fig. 2(mid)는 2차 고유진동형 형상으로 비틂 모
드이며 진공과 수중에서의 거의 같은 형상이면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 고유진동형은 형상만이 의미를 갖고 변위
의 크기는 무의미하므로 두 그림을 겹쳐지도록 최대값을 무차원
하면 거의 겹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비교가 가능
하도록 다른 부호를 갖는 상태대로 비교하여 보인다.  Fig. 2
(bottom)은  Fig. 2(top)에서와 마찬가지로 z-방향 변위의 변화
가 무시할 수 있을만큼 적어서 z=0선을 따라서 변위가 1절 굽힘 
형상을 갖는 것만을 보인 것이다.

3.2 진공 및 수중에서의 고유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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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Fig. 6에서는 수중에서 진동하는 외팔판의 고유진동
수를 실험값과 계산값을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일부 case를 제
외하고 실험값과 수치해석 결과가 잘 일치 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 Fig. 9에서는 계산 조건을 달리한 판의 두께 및 길이
별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도시하였다. 실선은 진공상태, 쇄선은 
수중상태, 점선은 진공에서의 고유진동수 대비 수중에서의 고유
진동수 즉, 고유진동수의 감소율(Frequency reduction ratio, 
)을 나타낸다. 고유진동수는 판의 길이비(a/b)와 반비례, 
두께비(h/b)와 비례하고 길이비가 짧아질수록 두께비의 증가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수중 조건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감소율은 두께비가 동일하면 
길이비가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
는 반면 길이비가 동일할 경우는 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고유진
동수의 감소율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 진동하
는 외팔판의 부가질량 효과는 길이비 보다 두께비에 기인한 영향
이 더 지배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4. 결 언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프로펠러의 고유진동수를 추정하기 위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수치해석 기법 및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조해석을 통해 고유진동형을 구하고 진동수 영역에서 비정

상 유동에 대한 유체역학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부가질량을 추
정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외팔판에 대한 예제 계산을 수행하고 
부가질량 효과에 의해 감소된 고유진동수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
함을 보였다. 진공과 수중에서 구한 고유진동형의 형태는 일치와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였으며, 부가질량은 날개의 고유진동수와는 
무관하고 고유진동형에 의해서만 결정되므로 한 번의 반복계산 
만으로 수중에서의 고유진동수가 계산됨을 알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을 확장하여 선박용 프로펠러에 
적용시킴으로써 프로펠러 날개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의 정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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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vious study, the authors had suggested a rudder system with the trailing edge 

rotor. The study showed that the rudder system is simple and the trailing edge rotor can 

augment the rudder force twice than that of the original rudder system. In this study, we 

changed the rotational direction of the trailing edge rotor from clockwise into counter-

clockwise and investigated the lift and drag performance of the rudder system. Purpose of 

this study is whether the trailing edge rotor can be applied to not only the rudder system 

but also the fixed foil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railing edge rotor 

can control the lift force by changing the rotational direction and angular velocity, and it 

can be applied to the fixed foil system. 

 

※Keywords: trailing edge rotor(회전자), circulation control(순환제어) 

 

 

1. 서론 

선박의 조종성능은 타에 의하여 바람과 파도 그

리고 해류의 영향을 받는 선박이 해상에서 정해진 

항로를 유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항로를 바꾸

기 위하여 타에서 발생되는 힘을 사용하고 있다. 

즉 타가 선체와 함께 전진할 때 타판 주위를 흐르

는 유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타판에 수직방향

으로 발생하는 힘을 선박 조종에 사용한다. 그런

데 타에서 발생되는 타력은 타판을 지나는 유동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정상운항 속도에서 충

분한 타력을 얻을 수 있는 타 장치일지라도 저속

상태에서는 타력이 부족하게 된다. 특히 입출항 

할 때나 번잡항로에서 운항할 때는 저속운항이 불

가피하고 충분한 타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인선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저속

비대형 선박은 선체가 커서 큰 타력이 필요한데 

대하여 운항 속도가 낮기 때문에 설계속도에서도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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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력의 부족으로 정상운항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족한 타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다 큰 

타력을 얻을 수 있는 타 장치를 개발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Becker 사는 큰 

타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용량의 타 장치를 

개발하여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Becker 사의 대표적 타 장치로서는 주 날개의 타

각 변화와 연동하여 보조날개의 각 회전이 보다 

커지도록 설계된 플랩 러더와 타판 전체의 타각을 

변화 시키는 전 가동 타(full spade rudder)가 있다.  

이 밖에도 선박의 운항자와 설계자의 타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유체력을 얻을 수 있

는 타 장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 

Ahn and Kim(1999, 2003)은 콴다(Coanda)현상을 

활용하여 타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Park and Lee(2000)와 

Hong and Lee(2004)는 수치계산으로 콴다 효과

를 타 장치의 양력 증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이

었다. 다른 한편으로 Brook(1963)은 회전하는 원

통을 수중날개의 양력증가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실

험으로 보였으며 Al-Garni et al.(2000)은 풍동

(wind tunnel) 실험으로 날개의 앞날에 회전 원통

을 두어 양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아직 선박용 양력발생장치에 회전 원통을 두는 연

구는 거의 없으며, 회전원통에 관한 연구들만 알

려져 있다(Choi et al. 2002, Moon et al. 2005). 이

상과 같은 장치들은 기구적으로 복잡하고 높은 정

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용화가 쉽지 않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

는 방안을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바 있다(Oh and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고양력을 발생시키는 뒷날의 회

전자의 회전방향을 조절하여 타 장치뿐만 아니라 

고정식 날개장치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모형을 이용

하여 회전자를 역회전시켜서 타 장치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확인해 보았다. 

 

2. 대상 모형 및 수치 해석 방법 

2.1 대상 모형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용

어도 동일하게 정의하였다. 즉, 단면형상이 

NACA0020 인 혼-타를 기준 모형으로 하였으며, 

고정부는 혼(horn)과 가동부는 타판(rudder blade), 

그리고 타판의 뒷날(trailing edge)에 붙은 회전 원

통(cylinder)은 회전자(trailing edge rotor)라 정의

하였다.  

기준타와 회전자가 붙은 타는 과 같으며 계산의 

편의와 앞으로의 실험적 연구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하여 코드 길이는 200mm 로 정하였다. 타판

의 뒷날로부터 16%되는 위치에 회전자의 중심을 

위치시키고, 회전자의 직경은 코드 길이의 7%로 

하였다. Fig. 1 은 기준타와 회전자가 붙은 타를 나

타내고 있다. 

 

 
Fig. 1 Models for numerical simulations: 

original NACA0020 section (upper) and new 

section with the trailing edge rotor (lower) 

 

2.2 수치 해석 방법 

수치 계산도 기존 연구(Oh and Kim, 2010)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FLUENT 6.3 을 사

용하였다. 압력과 속도연성에 SIMPLE 기법, 압력

차분은 PRESTO! (PREssure STaggering Option)

를 적용하였다. 모멘트, 난류 운동 에너지, 난류 

소산율 방정식은 모두 2 차 차분법을 사용하였다. 

비정상(unsteady)상태는 1 차 implicit formulation

으로 계산하였으며, 난류 모형은 realizable k-ε, 
벽함수는 non-equilibrium wall function 을 사용하

였고 이때 벽과 가장 가까운 첫 노드 점은 Y+ 가 

2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완화계수로는 압력에 

대해서 0.3, 모멘텀에 대해서 0.7 을 주었다. 격자

는 structure 형상으로 격자의 개수는 약 55,000



 

 

개이며 혼과 타판의 사이 틈새 간격 방향으로 20

개의 격자를 밀집시켰다. 한편, 회전자의 회전을 

모사하기 위하여 Sliding Moving Mesh 기법을 사

용하였으며 Fig. 2 와 같이 타판과 경계면

(interface) 그리고 경계면과 회전자 사이에 각각 

20 개의 격자를 배치하고 회전자의 원주방향으로 

400 개의 격자를 배치하였다. 

회전자가 타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본 연

구의 특성상 타 각을 10°인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

하여 계산하였으며 계산 영역은 Fig. 2 와 같이 구

성하였다. 계산영역은 C-H 형으로 확장하였고 코

드길이(C)로 무차원시킨 계산영역은 유동방향으로 

-3.8<X/C<-4.2 그리고 상하방향으로 -3<Y/C<3

이다. 경계조건으로 균일 유동(u=1, v=w=0)이 유

입되어 일정한 정압력으로 유출되는 조건을 사용

하였다.  

회전자의 중심에 원점이 있는 좌표계를 채택하

여 원통의 회전을 계산상에서 쉽게 구현하였으며 

계산 결과도 같은 좌표계로 표현하였다.  

 

 
Fig. 2 Computational domain and grid system 

around the trailing edge rotor 

 

3. 수치 계산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각각의 수치 계산은 원형

(prototype) 타 단면의 코드길이인 200mm 를 기

준으로 정의한 Reynolds 수(Rn)가 0.938×105, 

1.876×105 그리고 3.752×105 인 세 경우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또한, 양력 및 항력 계수를 계산하

는 경우에도 원형 타 단면의 코드길이를 사용하여 

기존 연구의 결과 및 원형 타와 비교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3.1 시간간격(time step size)에 따른 수렴도 

확인 

회전자의 회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2.2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MM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회

전속도와 계산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시간간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시간에 따른 수렴도를 파악

해 보았다. 

기준 시간간격은 회전자의 표면속도(UC)와 격자

간 거리(dx)를 이용하여 Courant 수가 1 이 되도

록 산정하였고, 기준 시간간격의 1/2 배와 2 배, 

그리고 5 배에 해당하는 시간간격을 설정하여 총 

4 가지의 시간간격으로 Reynolds 수 0.938×105

에서 표면 속도(UC)와 유입속도(U∞)의 비 (UC/U

∞)가 -2 인 경우를 계산하였으며 Fig. 3 에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Fig. 3 Variation of the lift coefficient according to 

time step size 

  

Fig. 3 에서 알 수 있듯이 기준 시간간격인 1E-

4 와 그 절반 수준인 5E-5 에서는 양력계수의 값

이 1% 미만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에 시간간격이 기준 시간간격의 



 

 

5 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 정도의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계산을 Courant 수

가 1 이 되도록 시간간격을 조절하여 계산을 수행

하였다.  

 

3.2 회전자의 역회전이 타력에 미치는 영향 

타판 뒷날에 부착한 회전자가 양력을 증가시키

는 방향(이하, 정회전)으로 회전할 경우에는 이전 

연구결과에서 약 2 배의 양력 상승과 상대적으로 

작은 약 24%의 항력 상승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는 회전자가 양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하, 역회

전)으로 회전할 경우에 대하여 정회전의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정회전시와 마찬가지로 역회전도 회전자의 표면 

속도(UC)와 유입속도(U∞)의 비 (UC/U∞)가 0, -0.5, 

-1, -1.5, -2 일 때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다만, 

인 경우에만 -1.5 까지 수행하였다. 

 

 
Fig. 4 Lift coefficient of the rudder system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velocity 
 

Fig. 4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자의 역회

전에 따른 양력 감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UC/U∞가 1.5 정도에서 양력이 0 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eynolds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으나, 회

전속도에 따른 양력변화의 경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회전(UC/U∞ > 

0)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역회전(UC/U∞ < 0)의 

경우와 연속성을 갖고 양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 5 Lift coefficient of each part according to 

UC/U∞ 

 

Fig. 5 는 동일한 양력변화에 대하여 각 부분(혼, 

핀틀, 회전자)을 분리해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Fig. 4 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에서의 양력변화

도 Reynolds 수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긴 하

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정회전과 비교해 볼 때 역회전의 

경우가 양력에 대한 회전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 은 회전속도에 따른 항력의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정회전부터 역회전까지 전체의 경향을 

살펴보면 UC/U∞가 변화함에 따라 항력도 거의 일

정한 비율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Reynolds 수에 

따른 변화도 볼 수 있는데, Reynolds 수가 증가함

에 따라 항력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력변화도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Fig. 7 과 같

다. 정회전과 역회전의 경우 모두 혼 부분에서는 

항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회전자 

부분에서는 정회전에서는 항력 변화가 거의 없었



 

 

고, 역회전의 경우에는 회전자가 항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는 반대로, 핀틀부분의 항력에 대한 영향은 정회

전시에는 회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나

타났으나, 역회전시에는 항력 변화가 거의 없는 

특징이 있다. 

 
 

 
 

Fig. 6 Drag coefficient of the rudder system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velocity 

 
Fig. 7 Drag coefficient of each part according to 

UC/U∞ 

 

3.3 회전자의 역회전과 타 구성요소의 유체력 

역회전에 의한 유체력의 변화를 표면 압력을 통

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정회전의 경우와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UC/U∞는 정회

전, 무회전, 역회전을 각각 2, 0, -2 로 하였으며 

Reynolds 수는 3.752×105 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Fig. 8 에 나타내었다. 

 

 
Fig. 8 Effect of trailing edge rotor on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s of rudder elements: 

UC/U∞=0(dashed line) and UC/U∞=2(solid line) 

when Rn=3.752×105 

 

Fig. 8 의 횡축은 회전자의 중심위치를 원점으로 

하였으므로 Fig. 1 과 같이 타 각이 0°인 모형의 

앞날과 뒷날을 잇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각 부분을 

나누어 그림에 표시하였다. 즉, -0.85<X/C<-0.56

이 혼 부분, -0,56<X/C<-0.035 가 타판 부분, 그

리고 -0.035<X/C<0.035 가 회전자 부분이다. 

회전자가 역회전할 때의 표면 압력을 Fig. 8 에 

실선으로 나타내고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을 때의 

표면 압력을 가는 점선, 그리고 정회전할 때의 표

면 압력을 굵은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혼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역회전의 경우에 압력면과 흡입면

의 압력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Fig. 5 의 혼부분 양력계수에서도 

0 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 사실과 일치한다. 플랩 

부분을 살펴보면 정회전 및 무회전과는 달리 X/C



 

 

가 약 -0.4 를 넘어서면서부터 압력면과 흡입면이 

뒤바뀌고 있으며 이는 회전자가 시작되는 X/C 가 

0 에 가까운 위치에서 뒤바뀐 압력차이가 최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전자 부

분을 살펴보면 정회전의 경우에 비하여 압력차이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양력 및 항력도 크게 나타남을 유

추할 수 있고, Fig. 5, Fig. 7 의 결과에서 이미 확

인한 바 있다. 

 

3.4 회전자의 회전과 타 장치 주위의 유동제어 효과 

타 장치에 유입되는 유속이 Reynolds 수로 

3.752×105 인 경우에 대하여 회전자를 회전시키

지 않은 경우와 회전속도 UC/U∞가 -0.5, -1.0, -

1.5 그리고 -2.0 인 네 가지 회전 속도에서의 유

동장을 비교하였다. 계산으로 얻어진 타 단면 주

위의 압력 분포와 유선변화를 Fig. 9 에 나타내었

다. 압력분포는 무차원화한 압력 계수인 CP 를 이

용하여 -1 ~ 1 까지의 등압력선을 표시하였다  

 
 

 

 

 
(a) UC/U∞=0 

 
(b) UC/U∞=-0.5          (c) UC/U∞=-1.0 

 
(d) UC/U∞=-1.5          (e) UC/U∞=-2.0 

Fig. 9 Iso-piezometric contours and streamlines round the rudder equipped trailing edge rotor at 

Rn=3.752×105 



 

 

또한, 유선의 변화도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유

선을 압력분포와 함께 나타내었다. 또 고정부인 

혼의 대칭면을 지나는 수평선과 혼의 중심을 지나

는 수평선을 참고가 되도록 일점쇄선으로 표시하

였다.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을 때를 Fig. 9(a)에 

나타내고 회전자의 회전속도 UC/U∞가 -0.5, -

1.0, -1.5 그리고 -2.0 일 때를 Fig. 9(b), Fig. 

9(c), Fig. 9(d) 그리고 Fig. 9(e)에 나타내었다. 

 

3.5.1 압력분포의 변화 

회전자의 역회전 속도를 높여주면 압력면 쪽에

서 등압력선과 압력면으로 둘러싸이는 면적이 늘

어나고, 흡입면 쪽에서는 그 면적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양력감소가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회전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흡입면에서는 혼과 핀틀 부분 

뿐만 아니라 회전자에서도 압력계수의 값이 증가

하고 있으며, 반대로 압력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혼 부분에서는 UC/U∞=-2 인 경우에 압력계수의 

값이 -0.6 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핀틀부분에서는 뒷날 근처의 압력면에서 오히려 

흡입면보다 높은 압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전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력계수가 

-1 인 곳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2 타 주위 유선의 변화  

회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유선분포를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a)에서 살펴

보면 압력면을 스치고 지나는 유선이 회전자 주변

을 지나면서 흡입면 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유선의 상승

이 가속되고 있다. UC/U∞=0 인 무회전의 경우에는 

X/C=0.2 근처까지 정체유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에 UC/U∞=-0.5 으로 역회전을 하면 정체유동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UC/U∞=-

1 과 UC/U∞=-2 에서는 그 길이가 더욱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정체 유동의 높이

는 오히려 역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타의 앞날에서 형성되는 정체점(stagnation 

point)을 살펴보면, UC/U∞=0 인 경우에는 앞날에 

표시한 일점쇄선의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유

동 방향도 압력면에서 흡입면쪽으로 향하고 있다. 

회전자의 역회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앞날에 형성

되는 정체점이 점점 일점쇄선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UC/U∞=-2 에서는 정체점과 일

점쇄선이 거의 일치하는 정도까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유선의 흐름방향도 마찬가지로 역회전 

속도에 따라 점점 X/C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바뀌

다가 UC/U∞=-2 에서는 타의 윗면에서 아랫면으로 

그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들은 앞서 보인 Fig. 5 의 결과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회전자의 역회전에 의한 영향이 

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3 타 뒷날 주위의 유선의 변화 

타 뒷날 주위의 유동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위

하여 Fig. 10 에 회전속도별 뒷날 주위의 유선을 

압력분포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회전자가 정지되

어 있을 때에는 유동박리에 의한 시계방향으로 회

전하는 커다란 보오텍스가 회전자 윗면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며, 회전자 후방에는 반시계

방향의 보오텍스가 형성되어 있다. 회전자가 UC/U

∞= -0.5 로 회전하면 타판과 회전자 사이에는 압

력면에서 흡입면쪽으로 흐르는 틈새 유동이 형성

되고, 회전자 주위로 반시계방향의 회전유동이 형

성되어 후방의 보오텍스는 상쇄시키고, 상면의 보

오텍스는 증가시키게 된다. 와 된다. 이 틈새를 지

난 흐름이 회전자 상면의 보오텍스를 두 개의 보

오텍스로 분리시킨다. UC/U∞가 1.0 인 경우에는 

분리된 두 개의 보오텍스 모두 세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C/U∞가 2.0 에 이르

면 분리된 후방의 보오텍스가 회전자에 의하여 형

성되는 유동의 영향으로 소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Effect of the rotational velocity of the 

trailing edge rotor on velocity profiles near the 

trailing edge and break of the vortex which built 

up on the suction side of the rudder blade at 

Rn=3.752×105 

 

4. 결론 

타력을 높일 수 있는 고정부인 혼과 가동부인 

타판으로 이루어지며 타판의 뒷날에 회전자를 붙

여주는 선박용 타 장치에서 회전자를 역회전하여 

타판의 편향각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타력을 조절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면형상이 

NACA0020 이고 코드길이가 200mm 인 2 차원 타 

단면을 수치 계산 모형으로 선정하여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회전자의 회전방향에 따라서 

타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고정식 날개장치에도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동일한 모형

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중에 있으며, 향후에 추

가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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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이용한 포드 전동 추진 장치의 성능추정
최정규, 김형태(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수치해석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고기능성, 저소음 추진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선회식 포드 전동 추진 장치의 성능추
정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pusher형 포드 추진 장치를 대상으로 sliding mesh 방법을 사용하여 유한체적법 기반의 FLUENT를 이
용한 비정상 RANS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pusher의 단독성능을 추정하였다. 추진장치의 주요 구성 요소인 프로펠러 날
개, 포드,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 분석을 통해 포드와 스트럿의 저항이 추력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토크에는 거의 영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프로펠러 날개와의 상대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럿이 없는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스트럿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석결과로
부터 스트럿이 있는 경우 프로펠러 날개의 추진성능이 스트럿이 없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펠러와 스트럿의 상호
작용에 의한 압력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프로펠러와 포드 및 스트럿의 상호작용에 대해 표면 압력 및 유동 관점
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진행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tractor에 대한 추진특성과 pusher 및 tractor의 사항시 추진성능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새로운 형식의 고기능성, 저소음 추진 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선회식 포드 전동 추진기는 선저에 스트럿(strut)으로 부착
된 포드 안에 전동 모터(electric motor)를 설치하고 프로펠러를 
전동 모터 축에 직접 연결하여 구동하는 추진 방식으로서 일반 
박용 프로펠러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추진 장치
의 진동 및 소음이 매우 작고, 포드를 임의 방향으로 회전시켜 
추력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조종 성능이 뛰어나며, 엔진 위치의 
선택과 선미 선형의 유체역학적 설계에 있어 유연성이 커지기 때
문에 추진 효율이 우수한 새로운 선형의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엔진의 제어가 단순하고, 축계, 감속기어, 조타장치, 선미 
thruster 등에 소요되는 내부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며, 추진 장치
의 설치 시점을 진수 몇 주 전까지 늦출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
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추진 장치의 가격이 일반 추진 
장치의 10배 가까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호화 크루즈선과 쇄빙
선에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double action ships(DAS)와 하
이브리드 상반회전 포드추진 장치를 설치한 고속 자동차 운반선
이 출현한 바도 있다. 또한 소형 포드 추진 장치를 설치하는 선
박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ITTC, 2008). 특
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클린 에너지를 
이용한 전동 모터 추진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다양한 
고기능성 친환경 선박의 추진 장치로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포드 전동 추진 장치에는 프로펠러를 포드 전두부에 장착하는 
tractor(또는 pulling) 형식과 포드 후미부에 장착하는 pusher형식
이 있으며, 포드에 상반회전 프로펠러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되
고 있다. 포드 전동 추진기는 큰 직경의 포드와 이를 선저에 고
정시켜 지지하는 스트럿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들의 유체
역학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추진기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ractor의 경우에는 프로펠러에 
유입하는 유속 분포는 비교적 균일하나 포드에 의해서 프로펠러 
후류(slip stream)가 변화되어 추진 성능에 영향을 받게 되고, 
pusher의 경우에는 포드와 스트럿의 반류에 의해서 프로펠러 추
진 성능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포드와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추진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
려해서 고효율의 추진 장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 
성능이 우수한 포드 전동 추진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프로펠러
의 추진 성능 및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드와 스트럿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고 이들 사이의 유체역학적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들 형상의 변화에 따른 추진 성능 및 효율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다. 

EU와 일본 등에서는 포드 전동 추진 장치의 유체역학적 설계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FASTPOD 
project, 일본의 SES(Super Eco-Ship) project가 수행되면서 포
드 추진 장치에 대한 다양한 실험적 연구 뿐 아니라 수치해석 연
구도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모형선-실선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ITTC, 200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모형실험을 통한 tractor, pusher의 성능추정과 포드와 스트럿의 
형상 저항에 관련한 것이며, 실선의 추진성능 추정에 필수적인 
모형선-실선 추진기의 척도영향과 프로펠러-포드-스트럿 상호작
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로펠러 설계에 
있어서 높은 활용도를 갖고 있는 포텐셜유동해석(Zhang & 
Wang, 2006, Greco et. al., 2006)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포드
와 스트럿의 레이놀즈수영향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프로펠러 주
위 유동보다는 성능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점성유동해석은 
포드 및 스트럿의 저항 및 유동에 대한 RANS해석
(Sanchez-Caja & Pylkkanen, 2004, Deniset, Laurens & 
Romon, 2006), 프로펠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Ohashi & 
Hino, 2004, Sanches-Caja & Pylkkanen, 2006)가 이루어지는 
등 관련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포드 추진장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Kim 
& Kim(2002)은 포드 추진기에 대한 점성유동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나 스트럿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장치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고, 패널법을 사용한 포드 물
분사추진 장치에 대한 해석(Kim et. al., 2005)이 이루어진 바 있
으나 한정된 단독성능에 대한 해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RANS 방정식의 수치해석을 통한 포드 
전동 추진 장치의 포드 및 스트럿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실험 자료가 있는 포드 추진 장치를 대상으로
(Van, 2001) 기초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Pusher 포드 추
진 장치에 대한 단독성능 해석을 위해 sliding mesh 기법을 사용
하였고, 스트럿이 없는 해석결과와 비교를 통해 스트럿의 영항을 
살펴보았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3차원 비압축성 비정상 난류유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인 연속방
정식과 RANS(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방정식은 직교
좌표계에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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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방향 평균속도 성분, (′ ′ ′)는 
   방향의 난류변동(fluctuating)속도성분이며, 속도성분은 
유입속도 로,   는 대표 길이 로, 압력 는 로 무차
원화 된 식이다. 레이놀즈수는  과 같이 정의되며, 



′ ′는 레이놀즈 응력(Reynolds stresses)으로서 다음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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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난류운동에너지이며, 식 (2)는 다
음과 같다. 여기서 는 와점성계수(eddy viscosity) 에 유체의 
운동학적 점성계수 를 합한 유효 점성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며, 는 Realizable 을 사용하였다. 

   
  (5)

2.2 대상 포드 및 프로펠러
해석 대상인 포드 전동추진기는 KRISO(현 MOERI) 예인수조

에서 시험이 수행된 pusher으로서(Kim & Kim 2002) 날개수 4개, 
직격이 0.225m이며, 프로펠러의 주요제원은 Table 1, 포드 추진
장치의 기하학적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Propeller Name  KP593

 Diameter (m)  0.225

 No. of blades  4

 Rotation(Looking upstream)  Right hand

 Hub-diameter ratio  0.293

 Section thickness form  NACA66(DTRC modified)

 Section meanline form  NACA a=0.8

 Skew ( °)  31.47

 Geometric rake  0.0

 P/D at 0.7R  1.6006

 Design advance coefficient  about 1.05

 Expand  area ratio        0.68

Table 1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propeller

 

 

  

 

Fig. 1 Sketch of podded propeller

대상 포드 추진장치의 스트럿은 상하, 좌우 대칭단면을 사용
하여 하나의 포드 장치로 tractor 및 pusher로의 상호 변환이 용
이하다.

2.3 좌표계 및 격자계
수치계산을 위한 기본 좌표계는 프로펠러을 원점으로 하며, 

주 유동방향을 양의 x축, 우현방향을 양의 y축, 연직상방향을 양
의 z축으로 하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수치계산영역의 유입
경계 및 외부경계는 2.5, 유출경계는 4 떨어져 있다. 

Fig. 2 Coordinate system for pusher type podded propul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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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ution domain for pusher type podded propulsor
포드 주위 3차원 공간격자는 O-H형상의 정렬격자계로 구성하

였으며, 프로펠러의 직접해석을 위한 sliding mesh 기법을 도입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포드 및 스트럿 주변의 고정블록과 프로
펠러 주변의 회전블록으로 나눈 다중블록격자계로 구성하였다. 
프로펠러 회전블록의 경우 고정블록과의 플럭스 교환과 회전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보통 앞뒤 대칭의 원통형의 블록으로 구
성하나 본 포드 추진장치의 pusher의 경우 프로펠러 앞날과 포드 
몸체와의 간격이 작아서 앞뒤가 비대칭인 원통 블록으로 구성하
였다(Fig. 4) 프로펠러 표면 격자의 경우에는 날개 끝에 격자가 
다수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렬격자계로 구성하였다. 또
한 기준날개의 압력면과 그 다음 날개의 흡입면 사이를 1



Fig. 4 Rotating block for propeller

Fig. 5 Surface mesh of pod body and propeller
블록으로 하여, 총 4개의 블록을 가지는 다중블록격자계를 사용
하였다(Fig. 5). 프로펠러 주변 회전블록은 격자수 약 18만개, 포
드 및 스트럿을 포함한 고정블록은 격자수 약 12만개, 총 300만
개 격자를 사용하였다.

2.4 해석방법 및 조건
유동해석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유동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유한체적법(FVM) 기반의 상용코드인 FLUENT(ver. 6.3)을 사
용하였다. 지배방정식의 시간항은 1차 음해법, 확산항은 2차 중
심차분, 대류항은 power law방법을 사용하여 이산화 하였고, 속
도-압력 연성은 SIMPLEC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준 벽함수를 
사용하였다. pusher에 대한 추진성능 해석을 위해서 유입속도를 
고정하고,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전진비
(  )를 변화시켰으며, 0.6, 0.7, 0.9, 1.1, 1.3, 1.5의 6
개의 전진비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벽으로부터 첫 격자점까지

의 거리()는 Choi & Kim(2010)의 방법에 따라 포드의 길이로 
무차원화 된 레이놀즈수() 1.1×106인 경우에 대해 100을 적
용하였다.

한편, sliding mesh 기법의 경우 회전블록이 회전하면서 고정
블록과의 플럭스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 초기에 급격한 
유동변화는 수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렴성을 높여주기 
위해 MRF기법을 사용한 정상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수렴시킨 후 
MRF 해석결과를 초기값으로 하여 sliding mesh 기법으로 해석하
였다. 그러나 회전수(rps)가 높은 경우에 MRF와 sliding mesh 기
법 모두 수렴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렴성을 
높여주기 위해 낮은 회전수에서 MRF 기법으로 수렴시킨 후 
sliding mesh 기법을 사용하면서 목표 전진비까지 회전수를 높여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의 경우 유입속도는 고정하고 
회전수를 통해 전진비를 변화시키므로 회전수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높은 전진비에서 낮은 전진비 순서로 해석이 수행되었다.

3. 해석결과
sliding mesh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럿을 포함한 포드 추진장

치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단독성능을 비교하였다. 단독성
능 비교를 위해 추력계수와 토크계수 그리고 단독효율은 다음과 
같이 무차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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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의 수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진비 0.7인 경우에 대
해 시간에 따른 추력계수 및 토크계수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프로펠러 각 날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회전 위치에 따
라서 추력 및 토크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스트럿에 작
용하는 힘도 프로펠러 날개의 위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화함
을 볼 때, 스트럿과 프로펠러의 상호작용에 따른 압력변화와 스
트럿 반류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펠러 날개 1 
회전 후 2 회전부터 어느 정도 수렴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2 회전 이후 두 회전 동안의 시간평균을 취해 추력계수 
및 토크계수를 도출하였다.

Fig. 7에는 포드 추진장치 전체와 프로펠러 성분의 단독성능
을 도시하였다. 전체 시스템과 프로펠러만의 토크 성분은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시간평균으로 보면 포드 및 스트럿의 토크 기
여분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추력의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의 추력이 프로펠러만의 추력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전진비가 
낮아질수록 전체 시스템과 프로펠러 사이의 차이가 미세하나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포
드 및 스트럿의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진비 



1.5에서는 프로펠러의 추력보다 포드와 스트럿 저항의 합이 더 
커서음의 추력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pusher의 추진
장치에서 포드 및 스트럿의 저항을 고려한 형상 설계가 이루어져
야함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보면 전진비가 높아질수록 포드 
및 스트럿의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럿이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입속도를 고정
하고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변화시킨 본 수치해석 방법에서 볼 때 
프로펠러 날개의 받음각, 즉 하중변화에 따른 프로펠러와 스트럿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펠러 회전에 따라 
추력 및 토크계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Fig. 6) 프로펠
러와 스트럿의 상호작용에 따른 압력변화로 인한 프로펠러 성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Fig. 6 Convergency history of podded unit components for 
podded propulsor with strut (J = 0.7)

Fig. 7 Open water performance of podded propulsor

Fig. 8 Comparison of thrust of pod and strut
이의 확인을 위해 스트럿이 없는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고 스트럿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격자의 구성이나 수는 동
일하게 유지하였으며, sliding mesh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럿이 
있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에는 스트럿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시간에 따
른 해의 수렴정도를 프로펠러 날개와 포드 및 스트럿으로 나누어 
전진비 0.7인 경우에 대해 나타내었다. 스트럿이 없는 경우 포드
와 프로펠러 날개에서 해가 진동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Fig. 10에는 스트럿의 유무에 대한 단독성능을 동시에 도시하
였다. 프로펠러 날개만 보면 높은 전진비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
내고 있으나 전진비가 낮아질수록 차이가 커짐을 볼 수 있다. 가
장 낮은 전진비에서 스트럿이 있는 경우의 추력계수 및 토크계수
가 최대 약 8% 크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전진비에서 추력계
수가 약 5%, 토크계수가 약 3% 크게 나타났다(Fig. 11).

시스템 전체에서 보면 토크계수는 프로펠러와 거의 일치하나 
추력계수의 경우 높은 전진비에서 스트럿이 있는 경우보다 크게 
추정되었고, 전진비가 작아질수록 그 차이도 작아짐을 볼 수 있
는데, 프로펠러 날개만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9 Convergency history of podded unit components for 
podded propulsor with and without strut (J = 0.7)



이는 프로펠러와 스트럿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압력변화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되며, 프로펠러와 스트럿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작아서 상호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Fig. 10 Comparison of open water performance of podded 
propulsor with and without strut

Fig. 11 Difference between thrust and torque with and 
without strut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포드 추진 장치의 성능추정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pusher를 대상으로 sliding mesh 방법을 사
용하여 유한체적법 기반의 FLUENT를 이용한 비정상 RANS 해석
을 수행하고, pusher의 단독성능을 추정하였다.

추진장치의 주요 구성요소인 프로펠러 날개, 포드,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 분석을 통해 포드와 스트럿의 저항이 추력감소
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토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이 프로펠러 날개
와의 상대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럿이 없는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
하고 스트럿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스트럿이 있
는 경우 프로펠러 날개의 추진성능이 스트럿이 없는 경우와 다르

게 나타났으며, 이는 프로펠러와 스트럿의 상호작용에 의한 압력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프로펠러와 포드 및 스트럿의 상호작용에 대해 표면 압
력 및 유동 관점에서 심도있는 분석이 진행될 것이며, 이와 더불
어 tractor에 대한 추진특성과 pusher 및 tractor의 사항시 추진성
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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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제트추진잠수정의 자유항주시험법 
Method of Free run test in Waterjet AUV 

박준성(해군사관학교)  
 

요 약 
 

Although the estimation methods for an underwater vehicle performance were already 
presented, the verification of the methods has not been enough using experiments due to 
the intricacy of the experimental system. In this paper, free running model test on waterjet 
type underwater vehicle was carried out at the swimming pool using picture taken by 
continuous shooting mood. The vehicle’ s trajectory and time series data of the vehicle 
speed, drift angle, heading angle and turning rate were obviously understood from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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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선박의 조종성능은 경제운항면 뿐만아니라, 안전성, 환경보전

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설계단계에서의 조종성능의 검토와 
평가의 중요도는 1993년 11월 IMO총회에서 선박의 조종성능에 
관한 잠정기준이 채택된 이래 급증하고 있다.  

선박의 조종성능을 조사하는 시험법으로 모형선을 구속한 상
태에서 소정의 운동을 시켜 유체력을 구하는 PMM, CMT1)와 같
은 구속모형시험과 모형선을 자유롭게 항주시켜 소정의 운동을 
직접 구하는 자유항주모형시험이 있다. 자유항주모형시험에 있
어서 일반적인 수상선의 모형선위계측에 대해서는, 수중초음파
나 실시간키네매틱GPS 또는 사진· 비디오촬영등을 이용하는 방
법외에도 예인차(Towing carriage)를 장비한 실내수조에서는  예인
차자동추적기능을 이용해서 계측한 예2)가 있다. 그러나 수중잠
수정에 있어 계측대상이 수중에 잠기어 있어 주로 수중초음파를 
이용한 위치탐지방식이 주로 이용되어져 왔으나 그 정도에 있어 
그다지 만족할 만한 기술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본논문에서는 워터제트(이하 WJ)추진 수중잠수정을 수직 및 
수평면으로 그 운동을 2차원으로 제한하여 먼저 수평면에 대한 
운동을 정도가 뛰어난 카메라에 의한 계측 시스템에 의해 계측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한다.  

2. 사영변환에 의한 위치 계측법 
 
사진이나 동영상은 렌즈계가 가지는 왜곡에 의해 Fig.1(a)와 

같은 영상이 Fig.1(b)와 같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상에서는 직선
으로 되지 않는데, 이 왜곡을 디스토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보정
하여 직선으로 복원하는 것을 디스토션보정이라고 한다. 또 Fig.  

 
 

       
 

 
1(c)와 같이 카메라로 얻어진 화상에서는 실상이 회전 및 확대축
소되기 때문에 카메라 화상에서 얻어진 위치를 그대로 계측치로
서 채용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디스토션보정을 행한 후, 사영
변환을 함으로써 Fig. 1(a)와 같은 실제의 좌표로 변환된다.  

사진에 의한 위치데이터의 계측에서는 몇 가지의 좌표변환법

이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 아핀변환이 유명한데, 시아, 회전, 확
대축소와 같은 변환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병행의 관계가 유
지 되기 때문에 카메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것에 대해 
변환할 경우밖에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그에 반해, 사영
변환3)은 카메라의 위치가 이상적인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깊이방향의 보정이 가능하므로 정도가 좋아, 사진화상의 보정이
나 로봇축구등에 있어서의 로봇 위치판단등에 사용되고 있다.  

변환에 필요한 계수가 10개가 있어, 구하는 방법이 약간 복잡
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Matlab과 같은 시판의 컴퓨터소프
트웨어로 행렬의 계산이 간단히 구해지므로 쉽게 실제의 좌표값
을 얻을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토션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화상의 보정은 사영변환만을 채

 
Fig. 2 Verification of rod position at 9 points in pool. 
 

용하였다. 2D사영변환의 식을 아래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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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xp， yp): 스위밍풀상의 좌표，(x， y): 카메라화상의 좌표，
α 0~α 9: 사영변환계수이다.  

이것을 매트릭스형태로 표현하면 (2)식과 같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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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에 있어 미지수는 a0~a9 과 같이 10개이므로 5점의 스

위밍풀의 좌표 (xp1， yp1，…xp5， yp5，) 가 있으면 다음의 (3)
식으로 나타내는 10원연릭1차방정식으로부터 사영변환계수 α T 
가 구해진다. 

(1) 

(2) 

Fig. 1(a) Real position. 

Fig. 1(b) Distortion. Fig. 1(c) Reduction  
an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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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 계측의 결과  
 
스위밍풀에서 자유항주실험에 있어서 사영변환에 의한 위치

계측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행했다. Fig.2.와 같이 5
개의 풀좌표(①～⑤)를 실제로 계측하여, 사영변환계수를 도출
하고 그 값을 Table 1에 나타낸다. 또  풀의 9개의 점(Fig. 2와 
3에서 검은 점)에서 로드를 0°, 30°, 60°회전시켜 그 3개의 마커

의 위치 역시 계측했다. 사영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각 점

의 위치를 Fig.3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흑점이 9개의 점에 있어

서 로드의 중앙과 양끝의 2점을 나타내고 있고, 직선이 사영변환

에 의한 계산된 위치이다.  
오차의 표준편차는 2cm, 최대오차는 9cm임을 확인했다. 그

리하여 보정된 위치가 아주 정도가 높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Fig.4에 로드의 회전각의 오차를 나타내며, 오차의 표준편차
는 2.6°, 최대오차로 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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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erification of rod position at 9 points using 

perspective transformation. 
 
Table 1 Coefficients of perspective transformation. 
Coefficients Values Coefficients Values

a0 6.73 a5 0.33 

a1 -0.04 a6 20.27 

a2 0.00 a7 0.00 

a3 -0.04 a8 -0.01 

a4 -1.27 a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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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urning angle of rod, between 
setting and analyzed. 

 
4. 모형실험에의 적용  

 
자항시킴으로서 시뮬레이션에서 추정한 조종성능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계산의 추정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워터제트추진형수중잠수정에 WJ자항장치를 탑재해, 
Free run test를 행했다.  

우선, 잠수정 상부에 플로트를 장착하여 3자유도평면운동에 
대해 Free run test를 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잠수정의 상하방
향의 제어는 불필요하게 되고, 실험이 비교적 간단하게 된다. 그 
다음, 수중 잠수정의 상하분사구에 수중펌프를 연결하여, 플로트
없는 완전 무구속상태에서 Free run test를 시도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기초단계로 3자유수평면운동만을 논한다.  

잠수정의 운동계측시스템을 Fig. 5에 나타내는데, 플로트상에 
장착한 로드에 3점의 마커를 붙여, 잠수정의 운동을 실험 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카메라로 연사하였다. 연사로 얻어진 사
진데이터로부터 상기의 3점 마커의 위치를 사영변환법으로 카메
라 화상좌표로부터 풀좌표로 변환했다.  

여기서, Fig.6과 같이 사영변환후의 실좌표 6점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이들로부터 n시각의 잠수정의 회두각Ψ n，회두각
속도rn，선속Un，사항각β n은 다음 (4)식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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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for position and direction 

measurement system. 
 

 
Fig. 6 6 points obtained by 2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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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xbn， ybn) 및 (xbn-1， ybn-1): 각각 n시각과 (n-1)시각의 로
드의 선수방향의 점 

(xsn， ysn) 및 (xsn-1， ysn-1): 각각 n시각과 (n-1)시각의 로드
의 선미방향의 점 
(xcn， ycn) 및 (xcn-1， ycn-1): 각각 n시각과 (n-1)시각의 로드
의 잠수정중앙의 점 

또, Δ t 는 카메라의 연사시 1초당 사진의 코마수이므로 Δ t 
=1/(코마수)로 된다.  

 
Fig.7~8에서는 선수측제트, 선미제트분사를 동시에 행했을 

때의 항적을 나타낸다. 각각 사진데이터의 보정전과 보정 후의 
모습을 나타낸다. Fig.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풀의 한 사이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을 시, 사진이 사다리꼴과 같이 왜
곡되며 보정후 Fig.8과 같이 마치 카메라를 풀의 천정에 장착하
여 촬영한 것처럼 보정되었다.  

 
5. 결론 

 
수평면내의 운동계측 시, 잠수정의 평면운동을 카메라로 연사

해, 잠수정상부에 장착한 3개의 마커의 화상해석을 연속적으로 
행함으로서 시시각각의 평면운동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
했다. 이 때, 적용한 사영변환이라는 방법은 화상좌표로부터 실
제의 물리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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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cture taken by continuous shooting mode.  

(4) 



 

 

 

 
Fig. 8 picture revised by perspectiv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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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형 UUV의 자유항주 제어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김형동(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준영(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부) 

이승건(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만타형 UUV의 자유 항주 제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제어 이론은 Fuzzy와 PID 제어 이론이 사용되었으
며, 조류의 유무에 따른 항로추적(course tracking)과 장애물 회피(obstacle avoidance)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충돌회피를 위하여 
TCPA와 DCPA를 입력항으로 퍼지 소속함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퍼지 추론을 통하여 충돌 위험도를 결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
과, UUV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로추적과 장애물 회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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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Manta-type UUV
Parameter Demensions

Fuselage

Length 12.0m
Breadth 4.4m
Height 1.2m

Disp. vol. 31.88m3 From nose
centroid 6.33m

Upper
Vertical
Plate

Root Chord 2.0m
Tip Chord 0.45m

Span 1.0m
Lower
Vertical
plate

Root Chord 0m Contains
Vertical
Rudder

Tip Chord 3.5m
Span 0.97m

Horizontal
Rudder

Root Chord 1.0m NACA0008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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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 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UUV)은 항주형 

자율 AUV와 호버링 ROV로 나뉘어 진다. AUV는 넓은 영역을 자
체 전원을 이용하여 탐사하게 되며 효율적인 전원관리를 위하여 
선체는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유선형의 선체로 제
작된다. AUV의 주 역할은 인간의 접근이 매우 위험한 국한된 상
황에서의 탐사와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조사 하는 것이며, 상
업과 군사 그리고 해저 탐사 연구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 해군은 기뢰 제거와 위험 정찰 지역을 정찰하기 위하여 
미 해군 수중전 센터(Naval Underwater Warfare Center:NUWC)
에서 차세대 전투 무인 잠수정의 개념을 정립하여 21세기 중반 
실전 투입을 목표로 Manta형 UUV를 개발 하고 있다. 이런 무인 
잠수정의 개발은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하고 있으며, 미래 전쟁의 양상이 인명의 손실과 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무인 항공기와 함께 무인화 무기로의 변화가 필
연적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무인 잠수정에 대응하여 만타형 
UUV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만타형 UUV에 대한 
구속모형과 운동수학모델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6자유도 운동 
시뮬레이션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항해 계획과 
충돌 회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UUV의 동적 특성을 확인하였
다.

2. 만타형상 및 무인잠수정의 수학모델
2.1 Manta형 UUV의 제원

만타형 UUV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오리 형상의 선체
를 가진 소형 무인잠수정이다. 선형은 잠수함(모함)의 일부로 전
체 모함의 body 형상과 일치하며, 평상시에는 모함에 부착되어 
있다가 필요시에 분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모델로 설계되었다. 

 

Fig. 1 Prespective view of Manta-type UUV
 UUV의 6자유도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지구 고정 좌표계와 선체 고정 좌표계, 2개의 좌표계를 사용하였

다. UUV의 동체 측면에는 4개의 수평 타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
평면 내에의 동안정성 향상을 위해 동체 선미 상부와 하부에 각
각 수직판을 설치하였고, 하단부에는 방향 제어를 위해 방향타가 
설치 되어있으며, 주요 제원은 Table 1과 같다. 

2.2 운동 조종 방정식
본 논문에 사용된 만타형 UUV의 6자유도 운동수학모델은 

2006년 손경호등(2006)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여기
서 u,v,w는 각 방향의 병진 속도이며 p,q,r은 각 방향의 각속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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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해계획시스템
 항해계획시스템은 크게 항해계획과 유도 및 제어 기능으로 

구성된다. 항해계획은 UUV가 출발 지점부터 목표지점까지 운항 
할 지점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도 및 제
어 기능으로부터 목표 지점까지 UUV가 운항 할 수 있도록 제어
가 된다. 목표 지점으로 운항하기 위해 heading angle을 계산하
게 된다. 여기서 heading angle은 식 (7) 그리고 목표 way point
와 UUV의 현재 heading angle과 X,Y의 좌표를 기준으로 계산하
게 된다. 

  



                        (7)

 
 식 (8)을 만족 하게 되면 다음의 way point로 운항하기 위한 

heading angle을 계산 하게 된다.


 

 ≤                  (8)

 heading angle이 계산되고나면 제어기를 통하여 UUV를 제
어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운항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
진 제어기는 고전 제어인 PID제어와 Fuzzy제어를 사용하였다. 
PID 제어는 비례⦁미분⦁적분 제어의 결합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분기 와인드업을 피하기 위하여 PD제어기를 사용하였다. 
Fuzzy제어는 수중운동체와 같이 불확실한 동력학 모델이나 시스
템의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선형 시스템의 제어에 적합하며, 승
강타와 방향타의 최대 각은 ±30o 로 제한하였다. 

PD제어의 경우 방위제어는 방위각 오차에 대한 PD제어를 사
용하여 식 (9)를 사용하였으며, 심도제어의 경우 수심 오차에 대
한 P제어와 종동요에 대한 PD제어로 식 (10)을 사용하여 제어가 
이루어졌다. 

                    (9)

            (10)

Fuzzy제어는 심도제어의 경우 수심오차와 오차의 미분 값을 
입력 항으로 하였으며, 방위제어의 경우 방위각 오차와 오차의 
미분 값을 입력 항으로 하여 승강타와 방향타 각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소속 함수는 다음과 같다.

              



   


PB PM PS ZO NS NM NB
PB 1.0 0.8 0.8 0.2 -0.2 -0.4 -1.0
PM 1.0 0.8 0.8 0 -0.4 -0.4 -1.0
ZO 1.0 0.8 0.4 0 -0.4 -0.8 -1.0
NM 1.0 0.4 0.4 0 -0.8 -0.8 -1.0
NB 1.0 0.4 0.2 -0.2 -0.8 -0.8 -1.0

   


PB PM PS ZO NS NM NB
PB 1.0 1.0 0.8 0.4 -0.4 -0.8 -1.0
PM 1.0 1.0 0.8 0 -0.4 -0.8 -1.0
ZO 1.0 1.0 0.8 0 -0.8 -1.0 -1.0
NM 1.0 0.8 0.4 0 -0.8 -1.0 -1.0
NB 1.0 0.8 0.4 -0.4 -0.8 -1.0 -1.0

 
Fig.2 Membership function of e()

Table 2 Fuzzy Rule for the Heading Control

Fig.3 Membership function of e(Z)
Table 3 Fuzzy Rule for the Depth Control

Fig.4 Course Tracking simulation by  Fuzzy controller

  

Fig.5 Course Tracking simulation by PD Controller

Fig.4 와 Fig.5은 Fuzzy 제어기와 PD 제어기를 사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선속 
1m/s와  조류속도 0.4m/s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Fuzzy제어와 PD제어 모두 비슷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4. 충돌회피 시스템
충돌 위험도는 장애물에 대한 자선이 느끼는 위험정도를 의미

하며, 이로부터 충돌회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충돌회피 동작
의 기준 값은 -1부터 1사이의 값이며, 퍼지 추론을 통하여 산출
한다. 음수의 경우는 UUV가 장애물을 지나 멀어지고 있는 경우 
이며 일정 위험도를 넘게 되면 회피 동작을 시작하게 된다.

Fig.6 DCPA and TCPA
충돌 위험도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입력 변수로는 

DCPA와 TCPA가 있으며, 여기서    DCPA(Distance of Closet 
Point of Approach)는 자선이 현상황을 유지하며 항해할 경우 타
선과 가장 가까워 질 떄의 거리를 의미하며, TCPA(Time of 
Closet Point of Approach)는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가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 명령타각
  : 최소타각
 : 최대타각
 : 현재의 위험도 
 : 최소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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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충돌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퍼지 이론은 “따뜻
하다” “춥다”와 같이 애매한 표현들을 수학식으로 다루기 위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선, Kazuhiko Hasegawa(1987)의 퍼지 추
론을 사용하였다.

Fig.7 Membership function of TCPA/(L/U)

Fig.8 Membership function of DCPA/L

Fig.9 Membership function of Collision Risk
입력변수 DCPA와 TCPA의 퍼지 룰은 Table 4와 같으며 비 

퍼지화는 무게 중심법을 사용하여 충돌 위험도를 구하게 된다.

Table 4 Reasoning rules of degree of collision risk
T C P A

NB NM NS PS PMS PM PMB PB
D
C
P
A

PS NS NM NB PB PMB PM PMS PS
PMS NS NS NM PMB PM PMS PS PS
PM NS NS NS PM PMS PS PS PS
PMB NS NS NS PMS PMS PS PS PS
PB NS NS NS PS PS PS PS PS

         


 






 



×
           (13)   

    
 : 추론 규칙표에서 결론부의 충돌 위험도
 : n 개의 추론 규칙 중  번째 추론 규칙의 조건부에 의해 
     결정된 적합도

충돌 위험도가 0.6 이상이 되면 회피 동작을 시작하며 명령타
각은 식(14)를 사용하여 타각을 구한다.

          ×

        (14)

Fig.7 Obstacle avoidance simulation by PD controller



Fig.8 Obstacle avoidance simulation by PD controller
시뮬레이션 조건은 선속 1m/s와 0.4m/s의 조류를 주었으며, 

최초 위치에서 수심 20m로 하강 후 각 way point를 경유한 후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하였다. 제어이론으로는 PD제어가 사
용 되었으며 조류가 있는 경우, 조류의 영향으로  장애물 회피하
는 중간에 UUV가 항로를 이탈 하였으나 목표 위치로 원활히 돌
아오며 효과적으로 충돌회피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만타형 UUV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해 시

스템과 장애물 회피 시스템을 적용하고 검증하였다. 조류에 의하
여 운항 시간 및 거리가 늘어났으나,  UUV가 최초 시작점을 출
발하여 원하는 수심과 way point를 지나 장애물 회피 후 초기 위
치로 원활히 복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추후, 3차원 형상의 
장애물에 대한 회피를 적용하여 수직, 수평면 회피 시간과 거리
를 계산하여 합리적인 항로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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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Flow Analysis 소개 
 

1 윤규환, 2 김호은, 3 손영택 (대우조선해양) 
 

요 약 
 

여객선 Flow Analysis 는 승객과 선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선을 사전에 검토하여 
운용측면에서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탑승한 승객의 안락한 여행 편의를 돕기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항은 Regulation 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선박의 
운용 혹은 일반배치도 최적화를 위해 선주나 설계자들에게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기 운항을 하는 일반적인 Ro-Ro Passenger Ship 에 있어서, 제한된 정박 
시간 동안 차량을 Loading / Unloading 함과 동시에 다음 서비스제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시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위한 동선 및 요구되는 시간을 추정하는 간단한 Flow Analysis 기법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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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여객선의 Flow Analysis는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선원들의 효

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예상되는 동선을 검토하여 배
치를 최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Regulation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초기에 일반배치도 작성시 설계 개
념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박의 특성상 선주의 
요구에 따라 길이 및 폭 등의 주요 제원이 결정되면 필수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따른다. 또한, 여객선의 경우 많은 여객을 운송하
기 때문에 SOLAS와 같은 안전상의 규약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
을 뿐 아니라, 승객들로 하여금 안락한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구획 배치 검
토는 여객선 설계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객선은 안전을 위한 Escape Route 및 장비 교체 혹은 수리

를 위한 Material Handling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의 
편의와 선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동선 또한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
에는 하기와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 승객의 편안한 출입을 위한 서비스 
-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안락한 숙박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서비스 
- 한결 같은 시설 유지를 위한 서비스, etc. 
 
더불어 Ro-Ro Passenger Ship의 경우 빠르고 안전한 차량 

주차를 위한 서비스까지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o-Ro Passenger Ship의 Flow Analysis 사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경우 보통 정해진 항로를 운행하며 제한
된 정박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차량을 Loading / Unloading하
는 소요시간,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시간이 제한되
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Loading / Unloading 및 다음 서
비스에 대한 준비 동선과 개략적인 소요 시간 추장에 대한 기법
을 소개하였다. 

  
2. FLOW ANALYSIS 개요 

 
Flow Analysis는 SOLAS 등에서 강제하는 조항 및 Guidance

가 없기 때문에, Analysis 수행에 앞서 선주의 요구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본 논문 작성을 위한 Reference Vessel의 선주요
구사항은 하기와 같다. 

 
- Passenger를 위한 Passenger Flow Analysis 수행 

 차량 Loading / Unloading 동선 검토 
 차량 Loading / Unloading 소요시간 검토 

- Logistics를 위한 Service Flow Analysis 수행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동선의 검토 
 각 서비스 별 준비 소요시간 검토 

 
본 논문에서는 선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Flow Analysis를 다음 

서비스 준비를 위한 Passenger Flow 및 Service Flow Analysis
로 제한 하였으며, Fig.1의 Process에 따라 Analysis를 수행하였
다. 

 

 
FIG. 1 Flow Analysis Process 

 
3. PASSENGER FLOW ANALYSIS 

3.1 PREPARATION 
 
Passenger Flow Analysis를 위하여 최적 동선을 검토하기에 

앞서 시나리오 및 Case들을 미리 유추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Vessel은 하나의 Bow Ramp와 두 개의 Stern 

Ramp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차량 혹은 Trailer를 4개의 Deck에 
걸쳐 Loading 할 수 있는 선박이다. 이를 고려하여 차량이 
Loading할 수 있는 Case를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CASE01 CASE02 CASE03 CASE04Load/

Unload BOW RAMP STERN RAMP REMARK
차량 
탑승 Car Car + 

Trailer Car Car + 
Trailer Deck 별

차량 
미탑승 Car Driver 외 승객 소요시간

추정 
Table 1 Car loading cases 



 

 

초기 Flow Analysis 수행 시 하기의 기준으로 차량 Loading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FIG. 2 Deck Layout 

 
STEP 1 Deck 2 (Lower Cargo Hold) Loading 시작 
STEP 2 Deck 2 Loading 마무리 및 Fixed Ramp Cover 닫힘 
STEP 3 Deck 6 (Upper Cargo Hold) Loading 
STEP 4 Deck 5 (Hoistable Deck) Loading 
STEP 5 Deck 4 (Cargo Hold) Loading 
STEP 6 Main Entrance를 이용한 승객 탑승 
 
STEP 1~5와 STEP 6는 동시에 수행될 수 있으므로 동선은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소요시간은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이 소
요되는 시간을 최대 Loading 소요시간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요시간 계산을 위하여 Specification, Vendor 

Information,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하기사항에 대해 가정을 
하였다. 

1) Passenger Speed (m/s) – [참조 1 MSC.1/Circ.1238] 
2) Private Car & Trailer Speed (km/h) 
3) Passenger Interval (sec.) 
4) Private car & Trailer Interval (sec.) 
5) Fixed Ramp Operating Time (sec.) 
6) Hoistable Deck Operating Time (sec.) 
 

3.2 CASE STUDY 
 
Sec.3.1과 같은 준비 단계를 거쳐 4개의 Case에 대해 동선 

및 소요시간을 검토하였으며,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
기 가정한 동선 시나리오를 개선하였다. 여기서는 가장 많은 소
요가 된 Case 1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STEP 1 준비 단계 
1) Port 방향의 Hoistable Deck은 Deck 6에 차량을 

Loading하기 위해 Deck 5 Level에 고정 
2) Starboard 방향의 Fixed Ramp Cover는 Deck 2에 차량

을 Loading하기 위해 Open 상태 

 
FIG. 3 Step 1 

 
STEP 2 Deck 2&6 차량 Loading 
1) Deck2와 Deck6에 차량 동시 Loading 시작 

 
FIG. 4 Step 2 

 
STEP 3 Deck 2 Loading 
1) Deck 4 Starboard 방향 Fixed Ramp Cover 닫힘 

 
FIG. 5 Step3-1 

2) Starboard 방향 Hoistable Deck를 Deck 5 Level에 고정 

 
FIG. 6 Step3-2 

 
STEP 4 Deck 6 Loading 
1) Step2와 Step3 수행 시 Deck 6에 Loading된 차량 수 

계산 
2) Deck 6 Loading 완료 

 
FIG. 7 Step4 

 
STEP 5 Deck 5 Loading 
1) Deck 6로 올라가는 Tiltable Ramp Deck 6로 고정 
2) Tiltable Ramp 고정되는 동안 Deck 5 Loading 

 
FIG. 8 Step 5-1 

3) Deck 5 마지막 차량 Loading 후 Hoistable Deck Slope 



 

 

부분 Deck5 Level에 고정 

 

 
FIG. 9 Step 5-2 

 
STEP 6 Deck4 Loading 
1) Deck 4 Loading 완료 

 
FIG. 10 Step 6-1 

2) 마지막 차량 운전자 하차 후 Reception Area까지 이동 
소요시간 계산 

 
FIG. 11 Step 6-2 

 
이후 차량 운전자 외 일반 승객들은 Main Entrance를 통해 

승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시간을 계산하였다. 또한, 상기 
Step1에서 Step6까지 소요시간을 합산한 소요시간과 비교 하여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Case를 최대 소요시간으로 추정하였
다. 

 
3.3 REVIEW & SUMMARY 

 
소요시간을 고려한 차량 Loading 동선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나리오를 Sec.3.2와 같이 초기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좀 더 구체
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 및 Bow와 Stern 
Ramp가 닫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차량 및 승객의 최대 Loading 
소요 시간을 추정하였다. Unloading은 Loading의 반대 Process
를 따르므로 차량 및 승객의 Loading / Unloading 소요시간은 
두 배로 추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최소 정박시간 시간과 비교 
후 나머지 시간을 고려하여 Service Flow Analysis를 수행하였다. 

 
4. SERVICE FLOW ANALYSIS 

4.1 PREPARATION 
 
Service Flow Analysis를 위하여 최적 동선을 검토하기 위한 

시나리오 및 Case를 미리 정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다른 
Service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Bunkering과 같은 Flow는 제
외하였다. 초기 목적에 맞게 동선뿐만 아니라 다음 서비스를 준
비할 때 소요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하기의 Flow를 검토하였다. 

 
- Provisions Handling Flow 

- House Keeping Flow 
- Garbage Handling Flow 
 
더불어 승객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동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Day Time과 Night Time을 구분하여 승객의 동
선을 검토하였다. 

Service Flow Analysis는 Sec.3.3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소 정
박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Passenger Flow Analysis를 통하여 
추정된 승객의 승/하선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서비스를 준
비해야 한다. 여기서는 선박의 정박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 안에 다음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
검하였다. 이를 위하여 Specification 및 선주의 자문을 통하여 
하기사항에 대해 가정을 하였다. 

 
- Provisions 소요량 
- Linen 소요량 
- Garbage 발생량 
 

4.2 CASE STUDY 
 
Provision Handling Flow는 Raw Food를 저장고에 입고하여 

승객에게 Restaurant에서 전달되기 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하기와 같은 단계를 거쳐 승객들에게 제공이 된다.  

 
FIG. 12 Provisions Handling Flow 

상기 단계를 거처 Provisions이 원활한 동선을 통하여 승객에
게 전달되는지 검토하였다. 여기서 정박시간 중 소요시간 검토
가 필요한 사항은 외부에서 Provisions Store로 Raw Food가 저
장되는 Intake 과정이다. Intake 과정 중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소
요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일 식사량을 고려하여 Provisions 
소모량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Provisions 소모량을 다음 서비
스를 위해 보충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Reference Vessel의 Provisions Store의 용량이 추정 소모량 대
비 대용량이므로 최소 정박시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이 있는 정
박 기간에 Provisions Intake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House Keeping Flow는 외부에서 Linen을 Store로 공급하는 

것부터 사용된 Linen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Reference Vessel의 경우 별도의 대용량 Laundry System을 가
지고 있지 않으므로 하기와 같은 동선으로 검토하였다. 



 

 

 
FIG. 13 House Keeping Flow 

 
정박시간 중 소요시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Linen 교체와 함께 선실 청소시간을 고려하
였으며 동시에 사용된 Linen을 선박 외부로 보내는 것까지 고려
하였다. 두 번째로는 깨끗한 Linen이 Store로 공급되는 과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 항차에 소모되는 Linen 수량을 고려
하여 Linen Weight를 추정하여, 한 항차에 Linen 수요와 공급량
을 계산하였다. Reference Vessel에서는 Linen Intake가 
Provisions Intake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시
점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Garbage Handling Flow는 Restaurants와 Public Spaces에서 

발생하는 Garbage를 수거하여 모은 후 외부로 가져가는 것까지
를 고려해야 한다. Reference Vessel의 경우 Garbage Chute가 
Galley에서 Cargo Hold에 있는 Garbage Area에 있는 Garbage 
Container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쓰레기를 처리하
였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Galley에 연결된 Garbage Disposal 
System을 통해 별도로 처리하였다.  

 

 
FIG. 14 Garbage handling flow 

 
FIG. 15 Food waste handling flow 

 
정박시간 중 소요시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Garbage 

Container를 외부 차량을 통해 배출하는 시간만 고려하면 된다. 
왜냐하면 Garbage를 Pantry Galley에 모은 후 Garbage Chute
로 처리하는 동선은 운항 중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ference Vessel은 Garbage를 처리하는 동선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Garbage Container에 모인 쓰레기를 외부로 배출
하는 소요시간을 검토하였으며, Linen을 공급하는 경로와 겹치지 
않으므로 동시에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4.3 REVIEW & SUMMARY 

 
Service Flow Analysis에서는 Passenger Flow Analysis에서 

추정한 차량 동선과 함께 Reference Vessel의 정박시간에 따른 
계략적인 Schedule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Schedule은 많은 가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선주가 어떻게 계
획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 Vessel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참조 2, 3)를 참조하여 
상세 Operation Concept, Manning Planning 및 Schedule 
Planning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o-Ro Passenger Ship의 Simplified Flow 
Analysis 사례를 소개하였다. 선주의 요구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동선 및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Analysis를 
수행하였다. Scenario 및 Case를 정의하여 필요한 가정을 유추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예상 소요시간을 계산하였다. 요구되는 
최소 정박 시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이를 통해 더 나은 동
선이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더 나은 동선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기의 계산 및 동선은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수행하였으
며, 특히 Service Flow Analysis의 경우 Manning을 어떻게 하고 
화물적재 Schedule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소요시간의 변
화가 다양하다. 신뢰성 있는 효율적인 시간관리 및 소요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주 측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상세 운용 
개념, Manning Plan 및 Schedule Plan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에는 승객과 선원의 동선을 세분화 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Check List를 정립하여 프로젝트 초기에 General 
Arrangement 최적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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콴다효과를 적용한 고양력 타장치의 성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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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a high lift marine rudder implementing the Coanda 
effect
Dae-Won Seo2 ․ Oh-Joon Kwon1 ․ Seung-Hee Lee1,†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Inha University1

Regional Research Center for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Yellow Sea, Inha University2

Abstract
Typical cross sections of the rudder are modified to implement the Coanda effect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voked in the flow fields around the 
sections are carefully examined for the purpose of finding the shapes of Coanda foils showing the better performance. Subsequently, the lift  
characteristics of the Coanda foils at the various attack angles have been numerically studied. In the process, speci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nfluence of the jet slit and radius of trailing edge on the lift characteristics of the Coanda foil applied USB(Upper Surface Blowing) and CC(Circulation
Control) respectively.. 
Based on the two dimensional results above, the rudder of KVLCC2 is modified to adopt the Coanda effect(USB, CC). Experiments and simulations on
flow fields around the Coanda rudder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anda device on the enhancement of the rudder 
performance at a range of jet momentums and rudder angles. It is found that the rudder performance of the ship is enhanced considerably with  
application of the Coanda effect

Keywords : Coanda effect(콴다효과), USB(Upper Surface Blowing), CC(Circulation Control), Spade rudder(전가동 타), High lift marine rudder( 고양력 타)

1. 서 론
일반적으로 선박이 저속으로 운항하는 상태에서는 프로펠러 

후연에 설치된 타의 경우 충분한 조종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초대형 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의 조종성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고 
양력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타 장치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
재까지도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분야에서 날개장치의 양력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Fig. 1
과 같이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 양력성
능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계층 내부에 고속의 유동을 공
급하여 흡입면에 발생되는 역압력 구배등을 제어하여 실속을 지
연시켜 양력을 증가시키는 경계층제어법(Boundary layer control)
이 있다. 또한 고속의 유체를 날개의 뒷날 부근의 곡면을 따라 흐
르게 하여 날개 주위의 순환을 증가시키는 순환제어법

(Circulation control)이 있고, 다양한 뒷날 형상과 유동분사방법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유
동을 양력방향으로 분사하는 Jet thrust방법보다는 성능과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있다. 이러한 
유동 분사장치를 선박의 날개장치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는 많지 않지만 날개장치로의 적용이 쉽고 또한 날개장치의 성능
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국내 대학의 연구소 위주로 꾸
준히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박용 날개장치에 제트 유동을 활용하여 날개장치
의 양력을 높이기 위해 Ahn and Kim (1999)과 Rhee et al. 
(2003)은 주날개와 보조날개의 틈새에 고속의 제트 유동을 공급
함으로써 보조날개의 흡입면에서 발생되는 역 압력구배를 지연시
키고, 보조날개의 큰 받음각에서 제트 유동이 보조날개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발생되는 일부의 순환효과를 통한 양력증가에 관
한 연구를 모형시험 및 수치계산을 통해 연구 한 바 있다. 또한 
Park and Lee (2000)와 Seo and Lee(2011)는 날개의 뒷날에 곡
면을 주고, 흡입면의 곡면근처에서 접선방향으로 고속의 제트 유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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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분사하여 날개장치의 양력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콴다효과를 이용하여 Seo et al.
（２０１０)는 혼-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Seo and Lee(2011)는 고정식 핀 안정기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날개장치에 적용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콴다효과를 선박용 전가동타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가 콴다효과의 성능변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차원 전가동 타에 콴다효과를 적용하여 
양력성능의 증가율 등을 모형시험과 수치계산을 통해 조사하였다

Fig.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powered high-lift 
systems(John L. Loth, 2006)

.
2. 2차원 수치계산

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으로 좌표축 
      , 각 축 방향의 평균 속도성분을 
       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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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는 레이놀즈 응력, μ는 동역학적 점성

계수, 는 정압을 나타낸다.
2.2 계산 알고리즘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화
하였다. 지배방정식을 이산화 과정을 거쳐 대수방정식으로 변환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확산항에는 중심 차분법, 시간에 대한 미
분항에는 1차 음해법을 사용하였다. 압력방정식으로는 
Rhin/Chow방법을 수정한 FLUENT의 표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FLUENT 2005), 속도-압력의 연성은 SIMPLE 방법을 사용하였
다. 또한 완화계수 값으로 압력에 대해서는 0.3, 운동량에 대해서
는 0.5, 난류에 대해서는 0.5를 주었다.

난류모형 및 격자의 밀집도는 제트 유동과 유동이 지나가는 타 
표면 부근 경계층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전 연구(Seo et 
al. 2008)에서  여러 가지 난류 모형과 표면으로부터 첫 격자점까
지의 거리 y+ 가 2차원 콴다 타 단면의 양력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난류모형들 중에 RSTM 
(Reynolds Stress Turbulence Model) 모형을 사용하면서 첫 격자
점의 y+를 1 이하로 유지하였을 경우에 계산치가 실험결과와 가
장 잘 일치함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
든 2차원 계산에서는 RSTM 난류모형을 사용하였고 첫 격자점의 
y+는 1 이하가 되도록 격자의 밀집도를 결정하였다.

 계산영역은  -2 ≦X/C ≦ 3, -2.5 ≦Y/C ≦ 2.5로 확장하였
으며 총 격자수는 약 70,000개로 USB방법과 CC방법에 대해 동
일하게 분포시켜 격자를 생성하였다.

2.3 USB(Upper Surface Blowing) type

흡입면 분사제어(Upper Surface Blowing; USB)란 Fig.2와 같
이 항공기 날개의 윗면에 설치된 엔진에서 나오는 빠른 제트 유
동이 엔진 아래에 있는 날개 표면을 따라 흘러 제트 유동에 의한 
양력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Fig. 2 Upper Surface Blowing(USB)
선박의 타 장치에 USB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트 엔진의 역

할과 같은 제트 유동 공급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비행기는 
제트 엔진을 통해 분출된 유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의 동력이 
소요되지 않지만 선박의 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동력이 
소모되게 된다. 따라서 추가의 동력을 최소화 하면서 양력을 증
가시키는 방향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박용 타 장치
에 쓰이는 전가동 타 단면에 유동을 분사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
변수에 관한 연구는 Seo (2011)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전가동 
타에 USB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NACA0020단면을 기본으로 하여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Cj 0 0.05 0.1 0.2
V∞ [m/s] 0.71
Vjet [m/s] 0 1.59 2.249 3.181

Flow rate[kg/s] 0 0.008 0.0112 0.0159
[V∞ /Vjet ]2 0 5 10 20

Fig. 3 Section of the spade rudder(USB)

2.3.1  제트 노즐 위치에 따른 변화

 전가동 타에서 Fig. 3과 같이 다양제트 노즐의 위치에 따른 
날개의 성능변화를 조사하였다. 노즐의 위치는 앞날을 기준으로 
0.2C에서 1C인 뒷날에 위치하는 것까지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제트 노즐 위치에 따른 양력성능 변화를 Fig. 4에 보인다. 수
치 해석 결과 실속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급된 제트 모멘텀
(Cj)=0.1에 의해 양력이 모든 경우에 대해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받음각 15°이상에서 제트 노즐의 위
치에 따른 실속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노즐이 상대적으로 
앞날과 가까운 경우에서는 실속각이 크게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앞날근처에서 제트 유동을 분사하였을 때 
앞날근처에서 발생된 박리까지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기 때문이
며, 노즐의 위치를 앞날쪽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USB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노즐의 위치가 
앞날 가까울 수록 실속이 크게 지연되었다. 이는 받음 각의 증가
하면 박리 점의 위치가 흡입 면의 앞날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때 제트 노즐이 박리 점 상류에 위치하여야만 효과적으로 박
리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 Comparison of the Lift performance of the various 
nozzle position(Dslit)

2.3.2  Cj에 따른 변화

계산조건의 레이놀즈수는 코드(C)를 기준으로 7×105이며 이
때 유입류의 속도는 0.71m/s로 다양한 제트 모멘텀을 공급하였
을 때 콴다효과를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1 은 다양한 제트 
모멘텀에서의 제트 공급 유량 등을 자세히 보인다. 

Table 1 Test cases(USB, CC)

콴다효과를 적용한 고 양력 전가동 타를 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전가동 타 단면에 USB 방법을 적용할 때 효과적인 제
트 모멘텀(Cj) 어느 정도인지 조사 할 필요가 있다. 대상 단면은 
Fig. 3과 같이 제트 노즐의 위치는 앞날로부터 0.2C인 곳에 위치
하며 제트의 크기는 코드를 기준으로 0.005C이다. 이때 제트 모
멘텀을 0.02~0.35로 증가시켜가며 양력성능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치해석 결과(Fig. 5, Fig. 6) 받음각에 따라 양력증가의 기울기
가 변곡되는 부분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5, USB)

Fig. 6 Comparison drag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5, USB)



받음각 10˚에서는 제트 모멘텀 계수 0.05를 기준으로 변화였
으며 20˚에서는 0.07을 기준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역압력 구배
의 제거에 따른 경계층 제어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전가동 타 단면에 앞날로부터 0.2C의 위치에서 제트양을 다양
하게 하여 공급 한 결과 항력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흡입
면에서 분사한 제트 노즐의 운동량에 의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
다. 

양력성능증가율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다양
한 제트 모멘텀에 따른 날개의 뒷날 부근(X/C=0.95)에서 흡입면 
주위의  속도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제트 모멘텀을 공급하
지 않을 경우 흡입면 뒷날의 속도가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받음각 20˚에서는 흡입면 뒷날에서는 역압력 구배가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제트 모멘텀계수(Cj) 0.02에서는 제트를 공급하여도 양력성능
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받음
각에 의해 이미 전가동 타 단면 앞날근처에서 제트 모멘텀 0.02
에 해당되는 제트속도(1.4V∞) 보다 큰 유동(1.8V∞) 이 흘러가
게 되어 앞날 부근의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음
각 10˚에서 제트 모멘텀이 0.05가 되면 제트 노즐 크기의 8배의 
경계층을 가지는 속도 분포를 보여주게 된다. 제트 모멘텀이 
0.05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경계층의 두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
며 날개 표면근처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어 양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받음각 20˚에서는 0.07일 때 발생하며, 받음
각이 커질수록 흡입면의 정체유동은 커지게 되므로 한계 제트 모
멘텀은 증가하게 된다. 

Fig. 7 Wake velocity profile (X/C=0.95, α=10˚,USB)

2.3.2　USB를 적용한 전가동 타 단면의 양력성능

USB방법을 전가동 타의 단면에 적용한 경우의 수치계산 결과
를 그림 31에 보인다. 실속이 일어나는 각도가 NACA0020의 실
속각 18˚에서 30˚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준단면인 
NACA0020 단면의 경우 18°에서 최대 양력계수가 약 1.5인 것에 

비해 앞날로부터 코드의 0.2C의 위치에서 제트 모멘텀 계수(Cj) 
0.1만큼 제트 유동을 분사한 결과 최대 양력계수는 약 3.25까지 
증가하여 NACA 0020에 비해 양력성능이 약 117% 증가하였으며 
실속이 보이는 받음각은 30°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속각 증가는 제트 모멘텀에 의한 경계층 유동제어효
과인 것으로 보이며, 즉 흡입면 근처의 정체 된 유동 박리등을 앞
날에서 분사된 제트 유동에 의해 뒷날까지 밀려가게 하여 제거함
으로써 양력성능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속이 
일어나기 전에서도 양력성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Cj=0.1로 
분사함으로써 흡입면의 유동속도를 증가시켜 압력차를 크게 하여 
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8 Lift performance (USB, Cj=0.1, Rn=7.1 ×105)

2.4 CC type
CC(Circulation Control)방법은 Fig. 9와 같이 날개의 뒷날에 

곡률을 주어 날개 표면에 접선 방향으로 고속의 유동을 분사하는 
방법으로써, 분사된 제트 유동이 뒷날 곡면을 따라 흐르게 되면
서 날개 전체의 순환을 증가시켜 날개의 양력성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Fig. 9 Circulation Control

선박용 타 장치에 쓰이는 전가동 타의 단면에 유동을 분사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노즐 및 플래넘 등을 설계하였고, 각각의 타 
단면에서 제트 노즐의 위치 및 크기에 따른 날개의 성능 변화, 제
트 모멘텀에 따른 타의 성능변화, 받음각에 따른 날개의 성능변
화 등에 관한 결과는 Seo et. al(201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Fig. 10 Section of the spade rudder(CC)

2.4.1 반경에 따른 변화

CC방법의 경우 분사된 물 제트는 실린더의 곡률을 따라 흘러
가면서 순환 효과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실린더의 크기는 순환효
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실린더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린더의 반경을 기준 단면인 
NACA0020의 코드(C)를 기준으로 0.02C에서 0.06C로 총 5가지
의 뒷날 반경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때 반경의 증가에 따
른 날개의 코드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기준 날개단면의 길이(C)
로 무차원화하여 양력 및 항력을 비교하였다(Fig. 11).

뒷날 반경의 변화에 따라 양력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단면의 코드(C)를 기준으로 뒷날 반경이 4%일 
때 양력성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보다 작은 뒷날(R) =0.02C에
서는 분사된 제트 유동이 뒷날의 급격한 곡률로 인해 잘 따라가
지 못하고 작은 각도에서 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뒷날 
반경(R)>0.04에서는 뒷날 제트 유동의 회전각이 크게 증가된 것
으로 보아 순환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순환증가에 따라 앞날부근에서의 정체점의 위치가 동일한 제트 
모멘텀으로 분사하였더라도 뒷날 반경이 클수록 압력면 쪽으로 
이동되어 날개 전체에 양력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radius of 
the trailing edge(Cj =0.1, Rn=7.1 ×105, CC)

2.4.2  Cj에 따른 변화

CC방법 역시 제트 모멘텀에 따라 양력성능의 기울기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제트 모멘텀(Cj= 0.0, 0.02, 0.5, 
0.1,0.2, 0.35)을 공급하였을 때 타 단면의 성능 변화를 조사하였
다. 

다양한 제트 모멘텀에 따른 양·항력성능의 변화를 Fig. 12, Fig 
13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속이 일어나기 전의 받음각 10˚, 15˚에
서 제트 모멘텀 0.1을 기준으로 양력증가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제트 모멘텀 0.1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CC를 적용한 혼-타 단면의 수치해석 결
과와 마찬가지로 Cj=0.1에서 제트 유동의 회전각(turning angle)
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Cj<0.1에서 제트 유동에 의한 순환증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실속이 발생되기 전 받음각 10˚와 15˚에
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12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5, CC)

Fig. 13 Comparison lift performance at the various Cj 
(Rn=7.1 ×105, CC)



또한 제트 모멘텀의 증가함에 따라 항력성능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제트 유동이 뒷날의 곡면을 따라가
다가 주위 압력과 뒷날을 따라 흐르려는 원심력등의 평형이 깨지
면서 제트유동의 회전각(turning angle)만큼 곡면을 따라 흐른 후 
제트유동이 뒷날에서 떨어져 흐르게 되면서 뒷날에 정체유동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압력항력은 증가하게 되어 항력성능은 증
가하게 된다. 그러나 선박용 타 장치에 적용 할 경우에는 저속일 
경우에서만 양력을 증가시키는게 필요함으로 항력성능의 증가가 
크지 않으므로 선박용 타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양력성능증가율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다양
한 제트 모멘텀에 따른 날개의 뒷날 부근(X/C=0.8)에서 흡입면 
주위의  속도분포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제트 모멘텀을 공급
하지 않을 경우 흡입면 뒷날의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USB방법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노즐의 8배 이상이 되는 영역의 
속도(Y/C>0.04)에서 제트 유동을 많이 공급하여도 속도분포가 
변하지 않았으나 CC방법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낮은 제트 모멘
텀에서도 날개 표면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영역(Y/C>0.04)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포텐셜이
론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뒷날에 접선으로 분사한 제트 유
동에 의해 날개 전체에 순환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앞날로 
유입되는 유동의 각도(incidence angle)가 커지게 되어 흡입면 전
체의 속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성유동장에서 분사
된 제트유동이 주위 유동까지 끌고 가려는 현상(entrainment)에 
의해 제트 모멘텀에 따라 큰 속도차이를 보여준다. 

Fig. 14 Wake velocity profile (X/C=0.8, α=10˚,CC)

2.4.3　CC를 적용한 전가동 타 단면의 양력성능

뒷날 반경(R)을 0.04C로 고정하고 노즐의 위치는 CC의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뒷날부근(Dslit=0.9C)에 위치시키고, 동일
한 제트 모멘텀(Cj=0.1)을 공급하였을때 받음각의 변화에 따라 
양·항력 성능 변화를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Fig. 15 Lift performance (CC, R=0.04C, Cj=0.1, Rn=7.1 ×105)
Fig. 15에  양력 성능 변화를 나타내었다. 제트 모멘텀(Cj=0.1)

을 일정하게 공급할 경우 받음각 0˚에서도 큰 양력이 발생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뒷날에서 분사
된 제트 유동의 순환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큰 양력이 발생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받음각의 변화없이 제트 모멘텀의 제어만으로 
날개장치의 양력성능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날개장치로 
응용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양력의 증가율은 
Cj=0.0의 경우에 비해 최대 양력이 약 150% 로  높은 양력이 발
생되었으며, USB방법을 통한 전가동 타의 양력증가율보다 15%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제트 모멘텀에서 양력성능의 
증가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j=0.0인 경우 15˚에
서 발생되는 실속각은 약 3˚가 증가된 18˚에서 발생되었다. 그러
나 실속지연의 관점에서는 USB방법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USB의 경우 앞날에서 분사된 제트 유동
이 뒷날의 정체유동을 직접적으로 부딪혀 정체유동을 밀어내어 
실속을 지연시키나 CC방법의 경우는 뒷날에서 제트 유동을 분사
함으로 날개의 흡입면 전체의 유속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USB방
법보다는 실속제어관점에서는 크게 떨어지나 순환제어로 인해 최
대 양력성능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형시험
위와 같은 2차원 콴다 효과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물 제트 분사장치를 고안하고 이를 실용적인 3차원 전가동타에 
적용하여 양력 성능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시험을 수
행하였다. 

3.1 대상 타

연구대상 타로는 Fig. 16에 보인 바와 같이 KVLCC의 혼-타를 
전가동타화한 형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타의 평균 코드
와 스팬은 각각 5.6m 와 8.3m이다. 전가동타 형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측면형상은 동일하게 하였고, 뒷날의 반경과 슬릿등을 추가
로 구성하였다.



Scale 1 : 21.4
Mean chord 216mm

Span 395mm
H (jet intake opening) 0.5mm

Cj 0.0~0.3

Fig. 16 Profile and arrangement of a horn type rudder 
under investigation

3.2 콴다 타 설계

연구대상 혼-타의 모형은 축척비 1/40로 RP를 이용하여 UV레
진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Table 1에 설명되어 있
다. 2D 수치계산결과를 바탕으로 Fig. 17과 같이 노즐의 위치는 
앞날로부터 0.2C에 위치시켰으며, Fig. 18과 같이 콴다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뒷날 반경의 크기는 0.048C로 정하였다.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cale model of the 
rudder

Fig. 17 Arrangement of a Coanda device    on the rudder 
model(USB)

Fig, 18  Arrangement of a Coanda device    on the rudder 
model (CC)

3.3  실험의 구성

 
 콴다 타의 모형시험은 인하대학교의 회류수조에서 1/40 축척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모형시험을 통하여 콴다 타의 양․항
력 성능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Fig. 19와 같이 실험 장치
를 구성하였다. 먼저 자유수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타 모형 주
위의 자유수면에 막음판을 설치하였으며 모형 타에 작용하는 힘
과 모멘트를 계측하기 위해 타 모형의 상부에 3분력계를 부착하
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9 The system of the model test 
 콴다 타의 모형에 물 제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Fig. 20에 보인 

바와 같은 물 제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인버터 내장용 부스터 펌프와 유량계 및 압력계, 압력수 
저장탱크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회류수조 내부의 유량을 일정
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류수조 계측 부의 후류에서 흡입한 물을 
펌프를 통하여 모형 타의 제트 노즐에 공급하였다.  

Fig. 20 Photograph of the jet blowing system
3.4 모형시험 결과

USB방법과 CC방법을 적용한 전가동 타에 대해 모형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타의 양·항력 성능을  Fig. 21에 나타내었다. 먼저 
기준 타인 전가동 타의 최대 양력은 타각 23˚이 나타났으며 USB



를 적용한 경우 실속각이 25˚로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경향은 2차원 수치계산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USB방법의 경우 흡입면 뒷날에서 발생된 박리가 받음각의 증가
에 따라 앞날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앞날을 통해 분사된 제트 
유동이 이를 억제시키게 되어 실속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양력이 
크게 상승한다. USB의 경우 최대 양력은 기준 전가동 타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C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낮은 받음각에서도 큰 양력이 발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받음각이 0˚일 때에서 노즐
을 통해 분사된 제트 유동이 뒷날 곡면을 따라 흐르면서 제트유
동의 회전각(turning angle)이 약 180˚이 나타나 날개의 순환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받음각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 
양력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 양력증가는 기
준 혼-타에 비해 약 88%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항력
성능에서는 USB방법이 CC방법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SB방법을 적용할 경우 제트 모멘텀의 반력으로 일종의 추
력이 크게 발생되나 CC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Cj=0.1에서 제트 
유동이 뒷날 곡면을 따라 180˚를 회전한 후 박리되기 때문에 제
트 유동에 의한 반력이 항력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
로 수치해석 결과 나타났다.

Fig. 21 Lift coefficients at Rn=3.9×105 for various Cj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SB(Upper Surface Blowing)방법과 

CC(Circulation Control)방법에 관한 2차원 수치계산을 바탕으로 
3차원 콴다 타를 설계하고, 모형시험을 통해 양항력 특성을 조사
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2차원 수치해석 결과 USB(Upper Surface Blowing)과 
CC(Circulation Control)방법 모두 양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B의 경우 흡입면 근처에서 발생되는 역압력
구배의 제거를 통해 실속을 크게 지연시킴으로써 양력성능이 크
게 증가하였다. CC의 경우 곡면을 따라 흐르려는 콴다효과에 의
해 순환이 크게 증가되었고, 제트 근처의 유동까지도 끌고가려는 
현상(entrainment)으로 인해 벽에서 먼 곳의 유동도 가속시켜 양
력을 크게 증가하였다. 2차원 수치해석 결과 USB방법과 CC방법 
모두 양력은 크게 증가하여 약 120%, 150% 증가하였다. 콴다 
효과를 이용한 3차원 혼-타의 모형시험 결과에 의하면 Cj = 0.1, 
USB와 CC방법적용에 따라 제트공급이 없는 일반 전가동 타에 
비해 양력증가는 각각 37%와 55%증가하였으며, USB방법보다 
CC방법에서 양력성능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콴다 타의 실선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선스케
일의 수치 계산 및 콴다 타의 구동부 설계 및 스티어링 기어등의 
용량산정등에 관한 상세설계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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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한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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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n this paper, computations of sea wave loads acting on a underwater vehicle based on Navier-Stokes equations 
were performed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pproach. The sea wave loads generated from a single wave 
number in sea state 5 exerted on a high speed underwater vehicle were calculated.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simulated sea wave loads data and showed in a reasonably goo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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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 수중 운동체의 동역학 운동이나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통상 해수면의 깊이가 깊은 바다 운용환경 
하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왔다.(Fossen, 1994) 최근 천해환경에서
의 고속 수중운반체에 대한 운용 해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수면의 영향이나 해저 바닥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특히 거친 해상의 기상 조건하에서 해수면 근처를 빠른 속도
로 운행하고 있는 수중 운동체에 대한 동역학적 해석이나 성능 
지표를 보장할 수 있는 제어기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의 
선형 포텐셜 유동으로 해석한 유체력 추정에서 벗어나, 보다 엄
밀한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한 유동해석을 바탕으로 해파
력 해석이 요구된다.(Kim, D.J., Rhee, K.P., Choi, J.W. & Lee, 
S.K, 2009) 그러나,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해파 스펙트럼
에 대한 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수치기법상의 한계와 계산용량 
및 계산 시간에 따른 제약이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해 운용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해상
상태에 해당하는 단일 주파수 해파에 대하여 해수면 근처를 운용
한다는 조건에서 포텐셜 유동으로 가정하지 않고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수중운반체에 작용하
는 해파력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통하여 수중체가 없는 바다환경에서 단일 주파수를 갖는 해파를 
생성하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묘사하고 그 이후에 해수면으로 부
터의 수심에 따라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
파력을 계산하도록 한다.  

2. 수치해석
2.1 해수면 유동 계산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을 계산하기위해 우선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통하여 수중체가 없는 바다환경에서 단일 주파수를 갖는 
해파를 생성하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묘사하기로 한다. 

2.1.1 유동 모델 및 계산 격자 
계산영역은 그림 1와 같이 220 m x 112.5 m 의 직사각형 형

태로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부 25 m와 해수를 결합한 38 m 
높이이고(푸른색 영역)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공기영역 
아래부분인 75 m 에 해당한다. 상단 윗면 경계은 공기에 해당하
고 가장 아래 경계는 해면 바닥에 해당한다.

그림. 1  계산영역
그림 2는 계산영역을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적용하가위한 계산 

격자를 나타낸 그림이며, 오른쪽 사각박스는 오른 쪽으로 진행하
는 해파가 반사되어 입수면 방향으로 진행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한 스폰지 영역에 해당한다. 상단 윗면 경계은 공기에 해당하고 
가장 아래 경계는 해면 바닥에 해당한다.

그림. 2  계산 격자

2.1.2 수치해석 기법 및 경계조건
그림 2와 같이 220 m x 112.5 m 의 직사각형 형태로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부 25 m 단일 주파수 해파 모사(simulation)
는 상용 전산유체역학 해석 패키지 FLUENT 6.3 Ver.을 사용하
였으며 적용된 수치해석 기법은 아래와 같다.

- 2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층류 가정)
- Explicit Volume of Fluid multi-phase 모델 (공기와 해수의 

해석)
- SIMPLE 알고리즘 (속도장과 압력장 결합)
- PRESTO 기법 (압력장 해석)
- 2차 정확도의 공간 이산화
- Geo-reconstruction for volume fraction

그리고 계산 영역에 대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좌측면 : 정상파 발생(regular wave generation) 입구조건 
(파장 10 미터 및 진폭 1 미터)

- 우측면 : 일정한 해수면 깊이 (constant water depth) 출구
조건

- Non-reflection outlet 조건 (momentum sink)

2.1.3 해수면 유동 계산결과
우선, 진폭이 1 미터이고 파장이 10 미터인 단일 주파수 해파

를 좌측 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의 해석 결과를 그림 3에서 
그림 4에 걸쳐 도시하였다. 



그림. 3  파 형상 계산결과
그림 3은 공기과 해수면의 경계에서의 해파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유입조건에서 해파의 형상이 잘 잡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우측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파의 진폭이 점차 소산되
어 유출파의 반사를 막기위해 성기게 격자를 생성시킨 스폰지 경
계 영역에서는 해파의 진폭이 거의 없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파의 유입류 경계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2-3 파장 거리의 해수
면에 수중체를 배치할 경우 수중체에 작용하는 유체하중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수심에 따른 속도 벡터
그림 4는 해수 격자점에서의 속도 벡터선도이다. 해수면으로

부터 수심이 깊어감에 따라 속도 벡터 선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
어듦을 알 수 있으며, 수심 10 m 이하에서는 해파의 교란의 영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유체입자 속도
그림 5에서는 시간흐름에 대한 각각의 수심에서의 x 방향 속

도성분의 크기를 보여준다. 이는 계산 시간을 길게하여 유체 입
자가 그리는 궤적을 살펴보면, 깊은 수심(파장 대비)에 해당하는 
원운동에 가까운 유체입자의 궤적 운동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
다. 

2.2 수중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계산

단일 주파수 해파 모사(simulation)를 배경으로하여  23 [m/s]
의 등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및 모멘트
를 계산한다.

2.2.1 유동 모델 및 계산 격자
계산영역은 그림 6과 같이 220 m x 112.5 m 의 직사각형 형

태로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부 25 m와 해수를 결합한 38 m 
높이이고(푸른색 영역) 해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공기영역 
아래 부분인 75 m 에 해당한다. 상단 윗면 경계은 공기에 해당
하고 가장 아래 경계는 해면 바닥에 해당한다.

그림. 6  계산 격자 (어뢰형상 포함)

그림 6에서 어뢰의 형상은 좌측 아래그림과 같으며 비정상 유
동의 현실적인 계산 시간을 고려하여 2차원 원형 전두부에 (직경 
0.4 [m]) 4 [m] 길이의 직사각형 형상이다. 해파의 조건은 파고 
2 [m] 에 파장이 20 [m] 로서 해상 상태(sea state) 5 에 해당
하는 단일 주파수의 해파 조건이다.

2.2.2 수치해석 및 경계조건
23 [m/s]의 등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

력 및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용 전산유체역학 해석 패키
지 FLUENT 6.3 Ver.을 사용하였으며 적용된 수치해석 기법은 
단일 주파수 해파 모사(simulation)와 동일하나 차이가 나는 점은 
난류 유동으로 가정하였다

- 2차원 Navier-Stokes 방정식 (난류 가정)
- k-epsilon 2 equation 난류 모델

그리고 계산 영역에 대한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좌측면 : 정상파 발생(regular wave generation) 입구조건 
(파장 20 미터 및 파고 2 미터)

- 우측면 : 일정한 해수면 깊이 (constant water depth) 출구
조건

- Non-reflection outlet 조건 (momentum sink)
- Moving Reference frame 조건 (어뢰 주위의 사각박스 내부)

2.2.3 수치해석 결과
우선, 해수면을 고려하지 않고 23 [m/s] 등속으로 움직이는 

수중 운동체의 저항을 계산하였다. 그림 7과 같은 압력 및 속도 
선도를 얻을 수 있으며 수중 운동체에 작용 유체 저항은  92179 



[N] 이고 수중운반체 길이 기준 Cd = 0.1164 에 해당한다.

그림. 7  해파 없이 수중 운반체만 등속 운동할 경우 ( 좌: 
압력선도, 우: 속도선도 )

2.2.3.1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해수면의 영향 하에 놓인 정지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계산
  그림 8에서는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해파 아래, 

수심이 각각 3 [m], 6 [m], 9 [m], 20 [m]에서 정지한 수중 운
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해파 모멘트를 계산한 그림이다.  

(가) 수심 3 [m]  

(나) 수심 6 [m]

(다) 수심 9 [m]

(라) 수심 20 [m]  
그림 8 정지한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모멘트

 이때, 수심이 3 [m] 인 경우, Cl = ± 0.012, Cd = ± 
0.0016, Cl = ± 0.016 정도의 해파의 영향을 나타내며, 수심이 
깊어갈수록 지수적으로 감소하다가 수심 20 [m] 아래에서는 해
파의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2.3.2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해수면의 영향 하에 등속으로 운동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 계산
그림 9과 그림 10은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해파 아

래, 수심이 6 [m]에서 등속이로 움직이는 수중 운동체 주위의 
속도와 압력 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9  수심 6 [m]에서 수중 운동체 주위의 속도 선도

그림. 10  수심 6 [m]에서 수중 운동체 주위의 압력 선도

그림 9의 경우 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한 수중 
운반체 주위의 속벡터 선도와 그와 대비되는 정지 좌표계를 적용
한 해수영역의 속도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moving reference 
frame 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수중운반체 주위 영역을 dynamics 
mesh 기법으로 계산할 경우 해파와의 속도 차에로 인해 계산영
역이 매우 확대되므로 현실적인 계산 수행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해파의 영향 하에 등속 운동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Heaving 해파력

그림. 12  해파의 영향 하에 등속 운동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Pitching 모멘트

그림 11과 그림 12는 파장 20 [m]이고 파고 2 [m]인 단일 
주파수 해파의 영향 하에 23 [m/s]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때 
유체 정역학적인 힘은 배제하였다. 또한 수심에 따른 수중 운동
체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는 마치 큰 주파수와 작은 주파수가 
합성된 듯한 그래프를 공히 보여주지만 이 중 작은 주파수에 의
한 유체력 영향은 해파의 영향 이라기보다는 스폰지 영역에서 충
분히 흡수하지 못한 해파가 하방류에서 반사되어 상류 방향으로 
유입되는 영향이므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큰 주기의 
fluctuation은 해파력의 계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심 9 [m]를 기준으로, 23 [m/s]의 
속도로 등속 이동하는 직경 0.4 [m] 이고 길이 3 [m]인 2-D 수
중운반체에 작용하는 해파력은 Heaving force가 peak-to-peak 
기준으로 대략 12000 [N/m] 이고 Pitching moment가 
peak-to-peak 기준으로 대략 40000 [N-m/m] 이다. 이는 실제 
운용환경에 놓인 3차원 수중 운반체인 경우 폭도 좁고 원통형의 
실린더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보다 1 order 낮은 값이 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대략 Heaving force가 peak-to-peak 기준으로 
대략 1200 [N] 내외 이고 Pitching moment가 peak-to-peak 기
준으로 대략 4000 [N-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
파력을 시뮬레이션한 다른 수치결과와 비슷한 수준의 예상치를 

보여준다. (Dumlu, D. & , Istefanopulos, Y, 1995, 
Liceaga-Castro, E & Van Der Molen, G., 2009,) 그리고 수심 
20 이하에서는 해파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파 모델링과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

을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충실도 높은 계산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해파 교란이 등속 운동하는 수중 운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였다. Navier-Stokes 방정식에 기반을 
둔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단일 주파수 해파의 영향아래
에 등속으로 운항하는 수중 운동체에 작용하는 해파력과 해파모
멘트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해상상태 5 의 대표적인 수파수
에 해당하는, 파장 20 [m], 파고 2 [m]인 단일 정상파 영향아래 
수심 9 [m]에서 23 [m/s] 로 등속운항하는 수중 운반체는 대략 
1200 [N]의 heaving force 와  4000 [N-m] 내외의 
peak-to-peak force 가 예측되었고 수심 20 [m] 이상의 깊이에
서는 해파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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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metric calculation is performed on the theoretical performance of the wind-power 
generating ship pulled by a parafoil to investigate the dependence of its performance on 
the sizes of the parafoil and of the ship. The calculation procedure for predicting the 
performance developed earlier by the authors is followed with an assumption that the ship 
has a fixed geometrical shape. The calculation finds that the energy collected by the ship 
becomes economically attractive when the ship's displacement is greater than about 1000 
tons. A 50-ton demonstrator using a presently available 1000 m2 parafoil, a 1000-ton 
business prototype using ten of those, and a dream system of 20,000 ton ship with a 
100,000 m2 parafoil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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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an earlier paper of the present authors (Kim and 

Park, 2010), a proposal was made that electric power 
be generated by hydraulic turbines placed on a ship 
pulled by a parafoil or a number of parafoils. 
Parafoils are used presently to pull cargo ships, 
fishing trawlers, or sports vessels. Fig. 1, taken from 
(Skysails, 2011), shows an example of a cargo vessel 
pulled by a parafoil. In the system proposed in (Kim 
and Park, 2010), the electric power so produced is 
expended to electrolyze seawater. Hydrogen so 
produced can be used in three different ways: 
liquefied and sold directly, combined with carbon 
dioxide to produce methanol, or combined with 
carbon dioxide and sea-salt to produce sodium 
hydro-carbonate and hydro-chloric acid. The sodium 
hydro-carbonate and hydro-chloric acid could be 
stored in perpetuity in an abandoned mine, to 
sequester carbon.   

 
FIG. 1. Parafoil-pulled cargo vessel (courtesy, Sky 
Sails GmbH & Co. KG) 
+ 

The existing terrestrial wind-mills harvest wind 
energy existing at heights of the order of 100 m or 
less. The wind speeds at such altitudes are below 
about 5 m/s at best. The wind speeds sufficiently 
large for commercial harvesting occur only in limited 
regions of the world. The total available amount of 
such wind energy can supply only a small fraction of 
world's needs. In comparison, wind speeds are much 
higher at high altitudes. The total energy contained in 
the high altitude winds over the ocean is many times 
that of the global needs (Kim and Park, 2010). The 
energy is available over the open ocean to be 
accessed by everyone. The ships can actively move 
to a region of the ocean most favorable for its 

operation. 
The performance calculation in (Kim and Park, 

2010) starts with the choice of the direction of ship's 
motion (x), its normal in the horizontal plane (y), and 
its normal in the vertical plane (z) to be the three 
primary coordinates. The force components in the x- 
and y-directions produced by the parafoil and those 
by the ship are equated. The parafoil produces lift 
with a lift coefficient of the order of 1.5 and drag 
coefficient of the order of 0.3. The lift and drag of 
the parafoil and the weight of the parafoil and the 
tether-line are added vectorially to determine the x- 
and y- components of the parafoil's net force. The 
ship produces lift in the sidewise (y) direction by 
virtue of the finite side-slip angle. The drag of the 
ship is determined by adding the skin-friction drag, 
wave-making drag, the drag induced by the sidewise 
lift of the ship, and the drag produced in driving the 
hydraulic turbines.  

For a given set of conditions, the equality of the 
force components in two directions between the 
parafoil and the ship determines ship's speed and the 
angle in the x-y plane between the tether-line and the 
x-axis as roots of two simultaneous algebraic 
equations. Newton's iterative method is used in 
determining these two root values. In doing so, the 
total frontal area of the turbines is also determined. 
The ship is equipped with a number of turbines. By 
shutting off or idling some of them, the ship is 
capable of adjusting the total frontal area of the 
turbines. There is a unique value of this turbine area 
that maximizes the power output. This maximizing 
area is found within these root-finding calculations. 

Several points were made known by (Kim and Park, 
2010): the weights of the parafoil and the tether-line 
holding the parafoil are relatively small; highest 
energy output is obtained when the ship sails in the 
direction 90o to the wind, so that the ships need only 
to make a figure-of-eight motion; the ship sails faster 
than the wind under an optimum operating condition; 
the parafoil must be flown at an altitude of the order 
of 1000 m; roughly half of the energy is lost by ship's 
drag in an optimum operation; the thermal efficiency 
of the system is of the order of 25% (up to the point 
of producing the desired products on board the ship); 
possibly up to a giga watt of electric power could be 
harvested by a single such ship; there are several 
regions of the world's oceans where the operation of 
such ships would be suitable; many times more than 



 

 

world's power need could possibly be produced by 
this method; by idling the generators, the parafoils 
can be made airborne at a very small wind speed; if 
one desires to keep the parafoil airborne at zero wind, 
the ship must tow the parafoils, but the power to do 
so is minimal, etc.  

Even though (Kim and Park, 2010) explained the 
principle of operation and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system, it does not show what is the most 
optimum design of such a ship.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in the design of such a system is the size 
of the parafoil. The largest commercially available 
parafoil has an area of the order of 1000 m2 (Kim and 
Park, 2010). It is probably feasible to gang up ten of 
such parafoils to produce an equivalent parafoil of 
10,000 m2 area. Considerable development work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the area ten-fold to 
100,000 m2. One would like to know what is the most 
optimum size, or displacement, of the ship for a 
parafoil of given area.  

It is the purpose of the present work to produce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ptimal size of the ship 
for a parafoil of varying given areas. To do so, the 
calculation method developed in (Kim and Park, 
2010) is followed for ships with a fixed geometrical 
shape. The direction of ship's motion was assumed to 
be 90o to the direction of the wind, the optimum 
direction. The area of the parafoil is varied as 1000, 
10,000, and 100,000 m2. Wind speed is varied as 10, 
15, 20, and 25 m/s. The speed of the ship, the 
electrical power generated, the amount of hydrogen 
produced, and the amount of methanol that could be 
produced are calculated. 

The calculation shows that the best performance 
is obtained when the ship has a displacement of 
about 50, 1000, and 20,000 tons for the parafoils of 
1000, 10,000, and 100,000 m2 area, respectively. 
The electrical power generated varies, for the 20 m/s 
wind, as 3, 40, and 500 MW for those three parafoil 
sizes. Comments are made as to what these results 
mean. 

 
2. Parameters Chosen  

As mentioned, the ship under consideration is 
assumed to sail in the direction 90o to the direction of 
the wind. The wind speed is varied as 10, 15, 20, 
and 25 m/s. The air density at the altitude of the 
parafoil is assumed to be 1.173 kg/m3, which is the 

density at an altitude of 500 m in the standard 
atmosphere. The ship has two hulls, i.e., it is a 
catamaran. The width of each hull is 10% of its 
waterline length. The average draft of the hull is 2% 
of the waterline length. The area of the ship 
producing the sidewise lift (y-direction) is calculated 
as the product of the waterline length and the 
average draft, multiplied by 2 to account for two hulls. 
The wet area producing skin friction is calculated as 
three times this side-lift-producing area. The skin 
friction coefficient is calculated by the well-known 
von Karman's formula for fully-turbulent flow over a 
flat plate 

 
Cf = 0.455/log10(Re)2.58 

 
where Re is the Reynolds number based on ship's 
waterline length. The kinematic viscosity of seawater 
necessary in calculating the Reynolds number is taken 
to be 1.05x10-6 m2/s, the value at 20o 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stance-to-weight ratio 
and the speed-length-ratio needed in calculating the 
wave drag (Wave-making resistance, 2011) is taken 
to be as shown in Fig. 2.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speed-length-ratio is ship's speed in 
knots divided by the square-root of the waterline 
length in feet. The relationship chosen is that for a 
highly planning ship designed for high speed. 

The lift coefficient and drag coefficient of the 
parafoil are assumed to be 1.4 and 0.3, respectively. 
The coefficient of the sidewise lift of the ship is 
assumed to be equal to the side-slip angle of the 
ship in radians. The coefficient of the induced drag of 
the ship due to the sidewise lift is assumed to be 
related to the sidewise lift coefficient by 

 
Cd =

2
lsdC

dCd
α2,     

2
lsdC

dCd = 0.5 

  
where α is the side-slip angle of the ship in radian, 
and Cls is the coefficient of sidewise lift. 

The hydraulic turbines are assumed to be housed 
in a duct. The duct factor, i.e., the ratio of the speed 
of the seawater at the turbine to Betz's limit value 

(Betz, 2011), is taken to be 1.3, which is 86.7% of 
the maximum possible value of 1.5. Turbine efficiency 
is taken to be 85%.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of hydrogen production and methanol production are 



 

 

assumed to be 63 and 62%, respectively. The weight 
of the parafoil is calculated as 
 
Parafoil weight (kg) 
=0.0015A(m2)ρ(kg/m3)[Vmax(m/s)]2 
 
where A is the parafoil area, ρ is air density, and Vmax 
is the maximum wind speed to which the parafoil is 
designed. Vmax is taken to be 32.5 m/s. This 
relationship is obtained by analyzing the commercially 
available parafoils. The parafoil is assumed to be 
raised to an angle of 30o from the horizon.  
 

 
Figure 2. Assumed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to-weight ratio and speed-length ratio.3 
 

3. Results for 20 m/s wind 
 

Fig. 3 shows ship's speed as a function of ship's 
displacement and parafoil area for the wind speed of 
20 m/s. As shown, the parafoil area in square-meters 
is varied between one time and 50 times the ship's 
displacement in kilograms. Ship's displacement is 
varied between 1 and 106 tons. The figure shows that 
ship's speed varies monotonically with ship's 
displacement and parafoil area when parafoil area is 
small. When parafoil area in m2 is three times ship's 
displacement in kg or larger, a jump occurs in ship's 
speed. This phenomenon is due probably to the fact 
that resistance-to-weight ratio is nearly constant over 
an intermediate range of speed-length ratio (see Fig. 
2). In all calculated cases, the speed-length ratio 
remained within the range shown in Fig. 2. For large 
parafoils, the ship's speed is roughly independent of 
parafoil size.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resistance-to-weight ratio increases steeply at large 
speed-length-ratios (see Fig. 2).                           

 
Figure 3. Ship's speed in 20 m/s wind. 

 
Most striking point in Fig. 3 is that ship's speed 

reaches a very high value. Such a high speed is 
necessary to produce the desired large electric power 
output.  

Fig. 4 shows the electric power produced for the 
wind speed of 20 m/s with varying parafoil areas.  As 
seen, power produced varies roughly linearly with 
both the ship's displacement and parafoil area. As 
indicated in Ref. 1, power approaching 1 GW is 
produced by ships of displacement over 10,000 ton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ower produced 
increases with increasing parafoil area faster than 
linearly. One notices also that electric power 
production does not increase indefinitely with 
increased parafoil areas: it reaches somewhat of an 
asymptotic value. 

In Fig. 5, the quantity of hydrogen that can be 
produced in a 365 day period is shown for the same 
case. The left-hand ordinate shows the quantity in 
tons and the right-hand ordinate shows it in m3 in the 
liquefied form. As seen, hydrogen in an amount 
approaching 100,000 tons is produced in 365 days 
by a 100,000 ton ship, as indicated in (Kim and Park, 
2010). Because the quantity of hydrogen produced is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power generated, the 
shape of Fig. 5 is the same as that of Fig. 4. 

 



 

 

 
Figure 4. Electric power generated in 20 m/s wind. 
 

 
Figure 5. Quantity of hydrogen that can be produced 

in a 365-day period in 20 m/s wind. 
 
In Fig. 6, the quantity of methanol that can be 

produced in a 365 day period is shown. Methanol in 
an amount approaching one million tons can be 
produced in 365 days by a 100,000 ton ship in a 20 
m/s wind, as was shown in Ref. 1. Again, because 
the quantity of methanol produced is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power generated, the shape of Fig. 6 is 
the same as that of Fig. 4. 

In Fig. 7, ship's speeds are shown for fixed 
parafoil areas. Ship's speed generally increases with 
wind speed and with parafoil area, but not entirely 
monotonically: in a 10 m/s wind, large parafoil area 
and large ship's displacement lead to a lower ship 
spee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complicated 
shape of the resistance-to-weight ratio function 

shown in Fig. 2. For all calculated cases, speed-
length ratio remained within the range shown in Fig. 2. 
Ship's speed shows a peak for each given set of 
parafoil area and wind speed. 

 

 
Figure 6. Quantity of methanol that can be 

produced in a 365-day period in 20 m/s wind. 
 

 

 
Figure 7. Ship's speed for fixed parafoil areas 

 
4. Results for fixed parafoil areas  

In Fig. 8, electrical power generated is shown for 
fixed parafoil areas. Despite somewhat non-
monotonous behavior of ship's speed, electrical 
power generated increases monotonically with 
parafoil area, ship's displacement, and wind speed. 
For all calculated cases, a mild peaking is observed, 



 

 

signifying that there is a most optimal ship's 
displacement for a given parafoil area. This optimum 
displacement shifts toward large values as wind 
speed increases. 

 In Fig. 9, the quantity of hydrogen that can be 
produced is shown for fixed parafoil areas. The 
quantity is given as mass in the left-side ordinate and 
as volume of liquefied hydrogen in the right-side 
ordinate. Because these two quantities are 
proportional to the electric power generated, the 
shape of this figure is the same as that of Fig. 8. 

 In Fig. 10, the quantity of methanol that can be 
produced in a 365 day period is shown for fixed 
parafoil areas. Again, the quantity is proportional to 
the electrical power generated, and so the shape is 
the same as that of Fig. 8.  

 
Figure 8. Electric power generated for fixed parafoil 
areas. 

 

 
Figure 9. Quantity of hydrogen produced for fixed 

parafoil areas in a 360 day period. 

 
 

 
Figure 10. Quantity of methanol produced for fixed 

parafoil areas in a 360 day period. 
 

5. Discussion  
 

In Table 1, the parameters of three representative 
systems are given. The 50-ton system is a technology 
demonstrator. It uses a 1000 m2 parafoil which is 
currently commercially available. The 1000-ton 
system is a business prototype. It uses a 10,000 m2 
parafoil. Such a parafoil does not exist today, but 
can be achieved by ganging ten of the 1000 m2 
parafoils. The 20,000-ton system is a fully business 
system. It uses a 100,000 m2 parafoil, or equivalently, 
ten 10,000 m2 parafoils. This is a future dream and 
goal.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optimum systems. 

 
Item Small Med Large Design parameters     Parafoil area, m2 103 104 105  Ship displacement, ton 50 1000 24  Waterline length, m 29.2 79.4 215  Width of each hull, m 2.92 7.94 21.5  Average draft, m 0.585 1.59 4.31  Area of sidewise lift, m2 34.2 253 1860 Area of skin friction, m2 103 794 5570Parameters at 20 m/s wind    

 Turbine total area, m2 1.41 5.96 230 Speed-length ratio 3.66 3.32 2.78 
 Reynolds number 5.138 2.089 7.819

 Skin friction coefficient 1.71-3 1.44-
3 1.23-

3  Power-producing drag, tonf 22.1 210 1550
 Wave-making drag, tonf 2.89 36.0 566 



 

 

 Other drags, tonf 4.81 74.6 1150 Total drag, tonf 29.8 321 3260 H2 mass/365 days, ton 410 5820 5.924
 Methanol mass/365 days, ton 5080 7.214 7.345

Output parameters     Speed at 10 m/s wind, knot 28.6 21.1 25.1 
 Speed at 15 m/s wind, knot 32.6 47.9 36.3 
 Speed at 20 m/s wind, knot 35.8 53.5 74.0 
 Speed at 25 m/s wind, knot 41.8 57.5 82.9 
 Power at 10 m/s wind, MW 0.359 3.42 43.2 
 Power at 15 m/s wind, MW 1.38 16.9 143 
 Power at 20 m/s wind, MW 2.95 41.8 425 
 Power at 25 m/s wind, MW 5.69 75.7 965 

 
The above calculations show that, for an optimum 

operation of the high altitude wind power-harvesting 
ship, the ship must be light and must be equipped 
with a large parafoil or a number of small parafoils. In 
order to stow these parafoils folded, the ship must be 
large. Thus, the ship may have to be made of a light-
weight material such as aluminum. The ship must sail 
at a very fast speed. This is an entirely new 
technology, and needs to be demonstrated. A 50-ton 
system described above would be suitable for such a 
demonstratio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ed by a 50-ton 
system is no larger than those of the largest existing 
windmills. Consider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50-
ton system, it is obvious that this system would not be 
economically profitable.  

A 1000-ton system with a 10,000 m2 parafoil, 
with its potential for producing tens of megawatts, 
may be economically worthwhile. Producing a 10,000 
m2 parafoil, or equivalently, ganging up several of 
smaller parafoils, and controlling them, need to be 
demonstrated. Profitability of this size system 
depends on the price of the parafoil and that of the 
tether line. Presently, the price of these items is high. 
However, one expects their prices to be lowered in 
the future. Such a 1000-toner operated by a crew of 
five could possibly be profitable.  

The ship must have at least the electrolysis facility, 
hydrogen liquefaction facility, and liquid hydrogen 
tanks. Because so much hydrogen is produced, the 
tanks will be filled up quickly. There has to be a fleet 
of courier ships to which hydrogen produced is 
transferred. This transfer operation must be carried 

out rather frequently.  
Profitability of this size system is helped presently 

and in the near future by the high price of hydrogen. 
Even though hydrogen is said to be the most 
desirable form of energy, there are as yet no means 
of producing it cheaply without producing carbon 
dioxide. The scheme proposed here may possibly be 
the first means of producing hydrogen cheaply. 
Profitability is helped also by the byproducts of this 
system: the system will capture considerable amounts 
of highly priced ocean minerals.  

One must conclude that the proposed system is 
not ready for immediate commercial exploitation. 
Rather, a demonstrator of 50-ton displacement, and 
later a 1000-toner, must be built and tested. Only 
with a positive result with them, can one confidently 
advise the maritime operators to invest in this system.  
 

6. Conclusions 
 

The most optimum design of the high altitude wind 
power-harvesting ship calls for a light-weight hull and 
a large parafoil or number of small parafoils. For a 
parafoil of 1000 m2 area available today, the most 
optimum displacement of the ship is 50 tons. With a 
10,000 m2 or 100,000 m2 parafoil, the optimum 
displacements are 1000 and 20,000 tons, 
respectively. The 50-toner is not likely to be profitable. 
But the 1000 toner, possibly with ten of 1000 m2 
parafoils, may be profitable. Such ships should be 
built and tested. The 20,000 toner with a total 
parafoil area of 100,000 m2, producing several 
hundred giga watts, remains the dream and goal of 
this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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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두께 및 강도 보정기법을 이용한 모형시험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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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Full-scale evaluation method has been studied by comparison with sea trial results of 

Terry-Fox ice breaker. it is normally very difficult to compare the full-scale evaluation results with the sea trial ones 
directly because the ice thickness and flexural strengt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correction methods of HSVA 
and ITTC have been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full-scale resul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ickness and flexural 
strength. There are rather good agreement between the corrected full-scale evaluation data and sea trial results in 
consideration of some uncertainty in actual sea route. The correction method is expected to be validated with more 
comparison with sea trial results of various ice breakers as well as ice cargo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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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 05월 한국 해양연구원 대덕연구단지

내에 빙해수조가 완성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첨단
인프라인 빙해수조의 완공 및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
의 취항으로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빙해 수조는 최근 북극해 자원개발과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쇄빙, 내빙선박의 모형실험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빙해수조 및 쇄빙선 아라온호로 인해 
본격적으로 극지 연구를 시작해 극지 연구 과학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등과 
같은 극지공학이 발달된 몇몇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빙해 수조에서의 시험은 일반 수조의 모형 시험법과 같이 크
게 저항, 추진, 조정 성능, 시험으로 나누어 시험을 하고 실제 빙
상환경에 따라 평탄빙(level ice), pack ice상태, pre-sawn ice 
상태 등을 구현한다. pre-sawn ice test는 평탄빙을 미리 잘라 
놓아서 쇄빙선의 쇄빙성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평탄빙 조
건은 모든 빙시험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주로 1년생 빙의 상태를 
모사하여 두께가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평탄빙의 경우 모형빙의 
두께, 굽힘 강도, 밀도, 탄성계수 등을 실제 해빙의 물리적 특성
을 적절하게 상사하여 모형빙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탄빙의 시험 전후에 두께 및 물리적 특성을 수시로 계측하여 
빙시험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실제로 빙수조의 정상적인 실험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형빙이 생성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모형
빙이 균일한 두께나 강도를 가지고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한번 모형빙 생성 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성된 모형빙에서 실험을 실시 한 후 원하는 역학적 상사가 이
루어진  모형 빙으로 보정을 해야만 한다. Fig.1 & Fig.2는 모형 
빙 생성 시 위치에 따른 두께 및 강도의 profile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Profiles for the measured flexural strength

Fig. 2   Profiles for the measured ice thickness 
(Ahmed Derradji-Aouat, 2004)

 
  위 그림은 캐나다 IOT에서 실시한 Data로 Fig. 1 모형빙을 4
번 얼렸을 때 위치에 따른 각 모형빙에서의 강도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각 위치에 따라 크게는 35%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Fig. 2에서는 모형빙의 위치 따른 두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PICE-4에서는 두께의 변화가 30mm 에서 40mm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도 및 두께의 분포가 위치
에 따라 상당히 변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해역에서의 변
화는 더 심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
확실성은 있지만 평균 두께 및 굽힘 강도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
교하여 보았다.
  또한 모형 시험에서 실선으로 확장하여 모형선의 성능을 검증
을 하기위해서는 실해역에서의 data가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실 
상 쇄빙선의 실해역 성능 test는 많이 실행되지 않아 성능 data
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실제 해상에서의 빙조건이 균일하지 
못하고 모형선 시험에서의 모형 빙과 역학적 상사가 일치하는 빙
상조건에서의 test가 어렵기 때문에 모형선의 성능 검증을 하기
가 힘들다. 특히 굽힘 강도의 경우 실선 시운전은 겨울에 수행하
는 경우가 거의 없어 상당히 낮은 값이나 모형시험 시 스케일된  
굽힘 강도를 낮추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같은 상사에서 모형시험
을 다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해안 경비정 TERRY FOX호의 모형선 
시험 결과를 실선 시운전 시 빙조건으로 보정하여 모형선 시험 
결과를 실선과 비교 해보았다. 또한 독일의 HSVA에서 경험식으
로 제시한 보정 기법과 ITTC에서 제시한 보정기법을 이용하여 
모형선 시험(모형빙 두께,23mm,40mm)에 대해서 실선 시운전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2. 모형선 시험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캐나다 국립 연구소 (NRC/IOT) 빙수조

에서 실시하였고 수조 길이는 91m (Ice sheet 76m 준비 공간 
15m) 폭 12m 깊이 3m 이다. Fig. 3은 IOT 빙 수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선 Terry Fox 호의 재원은 길이 



3.739m 폭 0.789m 침수 표면적 3.984㎡ 이고 축척 비는 21.8 
이다. Fig. 4는 Terry Fox호의 모형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ice tank

Fig. 4  Model ship of Terry fox ice breaker
사용된 모형 얼음은 EG /AD/S (Ethylene Glycol / Aliphatic 

Detergent / Sugar) 혼합 얼음을 사용 하였다. EG/AD/S 얼음의 
특징은 컬럼형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파괴모드가 실해상의 
얼음과 유사하다(Timco 1986). Fig.5 는 EG/AD/S 모형 얼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Lim, T.W., 2008)

Fig. 5  EG/AD/S refrigerated model ice

빙 수조 저항 시험 방법은, 먼저 평탄 빙(Level ice) 을 만든 
후에 평탄 빙 실험을 한다. 보통 빙 수조 실험을 할 때에는 수조
를 한번 얼려서 여러 실험을 모두 하기 때문에 수조를 중앙부분
과 좌우측 부분으로 3등분해서 실험을 한다. 보통 평탄 빙 실험
을 할 때에는 수조의 중앙에서 실시한다. Fig. 6 는 평탄 빙 실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에 pre-sawn 채널을 만든다. 미리 
톱으로 얼음을 잘라놓은 다음 하는 시험이다. Fig. 7 은 
pre-sawn 상태에서의 실험을 하는 모습이다. Pre-sawn 실험을 

한 후에 보조 전차로 얼음을 깨서 팩 (Pack) 아이스 상태를 만든
다. 팩 아이스란 얼음을 부숴서 조각으로 나눈 상태를 말한다. 
팩 아이스는 얼음조각들이 수조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집중도(Concentration rate)가 6/10, 9/10, 8/10 등으로 나누어
진다. 예를 들어서 9/10 이란 수조 위에 90%가 얼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Fig. 8 은 팩 아이스 실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Lim, T.W., 2008)

 

Fig.6  Level ice test in ice tank
 

Fig.7 Pre-sawn ice test in ice tank
 

Fig.8  Pack ice test in ice tank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 및 자항 실험으로부터 평탄빙에서 

의 쇄빙선박에 작용하는 빙저항 성분을 산정하기위해  
IOT(Institute for Ocean Technology. Canada)에서 사용되고 있
는 Spencer의 방법(Spencer 1992, Spencer and Jones 2001)
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Ice condition Carriage
velocity(m/s)

Resistance
(N)

40mm
Level Ice

0.1 39.6
0.3 58.1
0.4 62.1
0.6 73.5

40mm
Pre-sawn Ice

0.1 16.6
0.3 25.0
0.4 28.5
0.6 38.5
0.02 16.9

Open Water
0.1 0.5
0.3 2.2
0.6 8.2
0.8 14.0

Ice condition Carriage
velocity(m/s)

Resistance
(N)

23mm
Level Ice

0.1 39.6
0.3 58.1
0.4 62.1
0.6 73.5

23mm
Pre-sawn Ice

0.1 16.6
0.3 25.0
0.4 28.5
0.6 38.5
0.02 16.9

Open Water
0.1 0.5
0.3 2.2
0.6 8.2
0.8 14.0

Carriage
Velocity RPS J KT 10KQ KFD

0.10
1.00 0.46 0.21 -0.02 -19.81
3.00 0.15 0.38 0.60 -1.60
5.00 0.09 0.43 0.65 -0.08

0.30
3.00 0.46 0.27 0.41 -2.38
5.00 0.28 0.32 0.59 -0.41
7.00 0.20 0.36 0.64 0.16

0.61
5.00 0.55 0.25 0.41 -0.82
7.00 0.39 0.29 0.48 -0.15
9.00 0.31 0.34 0.57 0.22
10.00 0.28 0.36 0.58 0.30

Ice Thickness Flexural Strength Friction 
coefficient

1.55m±0.11 150kPa 0.18

여기서  RT = total ice resistance
        ROW = open water resistance
        RB = ice buoyancy resistance
        RC= ice clearing resistance
        RBR = ice breaking resistance

  쇄빙선의 전체 저항은 얼음을 파괴하며 진행 할 때 발생되는 
쇄빙 저항(RBR), 깨진 빙편을 선체의 좌우나 선미로 배제 시키는
데 발생되는 배제 저항(RC), 선체 하부로 들어간 빙편의 부력에 
의한 부력 저항(RB), 끝으로 개수로 상태에서 운항 할 때 발생되
는 유체 저항인 개수로 저항(ROW)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메카니즘에 따라 각 성분으로 구분하여 추정해보면 빙저항은 
속도와 무관한 직접저항성분과 속도와 관련된 속도 저항성분으
로 분리할 수 있으며 직접 저항성분은 빙판을 깨뜨리는데 소요되
는 저항(fracture portion)과, 빙편을 물속에 잠기게 하거나 빙편
의 회전, 쇄빙선의 위치변화 및 마찰과 관련된 저항(gravity 
portion)으로 분리된다. 속도저항은 깨어진 빙편을 선체 주위로 
배제시키는 데 소요되는 저항 (inertia portion)로 구분 할 수 있
다.(Jeong et. al, 2008) 
 본 실험에서는 모형 빙 40mm, 35kpa의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저항 시험 결과 값은 Table 1.과 같다. Table 2는 보정
기법을 다양한 빙 상태에서 적용시키고자 모형빙23mm에서의 시
험 값을 논문(Wang et. al, 2009)으로부터 발췌해 실선 시운전과 
비교해 보았다. Table 2는 모형빙 23mm, 30kPa에서의 실험결과 
값이고, Table 3은 모형빙 40mm, 35kPa에서의 자항 실험 결과
이다.
Table 1 Resistance test results in 40mm ice and open    
water

Table 2 Resistance test results in 23mm ice and open 
water (Wang et. al, 2009)

Table 3 Propulsion tests in 40mm Level ice and open

3. 실선 시운전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TERRY FOX 호의 실선 시운전 결과는 
1991년에 계측한 결과이다. TERRY FOX호는 몇 차례 실선 시운
전을 하였으며 그 중에 실해역의 두께 및 강도가 비교적 일정한 
값을 사용하여 모형선 실험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 저항 시험에
서는 프로펠러의 저항 성분은 제외하였으나 Rudder 부분은 저항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Wang et. al, 2008) Table 4는 실선 시운
전 상태에서의 빙특성치의 평균값을 나타낸 값 이다. Table 5는
실해역 상태에서의 저항 값을 나타낸 값이며, Table 6는 실선의
각 속도에 따른 자항 시험 결과 값을 나타낸 표이다. Fig. 9는 
Terry Fox호의 실선 사진이다.

Table 4 Ice properties in the sea trial condition



Velocity (Knots) Resistance(MN)
0.4 0.42
2.4 0.83
3.3 0.95

Velocity (Knots) Power (MW) Thrust (MN)
1.5 5.5 0.75
2.3 8.5 0.97
2.9 10.6 1.16
3.6 14.0 1.34

Table 5 Resistance results at the sea trial condition in 
level icein level ice(Cower,1991)

Table 6 Self propulsion test results at the sea trial 
condition in level ice (Cower,1991)

Fig. 9 Terry fox ice breaker

4. 모형 시험 보정 기법 고찰
4.1 저항 값 보정 기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형선 실험 결과 값
을 실선과 비교하기위해 실선의 빙 상태와 일치시키기 위해 모형
실험 결과 값을 ITTC에서 제안한 방법과 독일의 HSVA에서 경험
식으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실선으로 확장하여 실
선의 계측 값과 비교하여 보았다. 다음 식은 모형시험에서의 저
항 값에 대한 보정 방법을 HSVA의 경험식과 ITTC의 제안한 방
법을 나타낸다. (Karl-Heinz Rupp 2007 HSVA Report)
  
◎  HSVA의 경험식 
A.  Ice thickness correction factor (F1)
                            (1)
    
 여기서,    ×   For level ice

           ×   for large ice floes
           ×   for broken channel
          × = Froude number  
        bases on ice thickness

B.  Flexural strength correction factor (F2)
    

           (2)

  여기서,    × 
          ×   : basic strength
          : scaling factor
        for large ice floes and broken channel

C.  Friction factor (F3) for hull-ice friction
    ×

    for level ice          (3)
           ×    for large ice floes
           ×    for broken channel
    FID = Dynamic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ice and hull
  위의 각 보정 계수 F1은 모형 빙 두께에 따른 Factor 이고, F2
는 모형빙의 굽힘 강도에 따른 보정 Factor를 나타낸다. F3는 마
찰 계수에 따른 보정 Factor를 나타낸다. 각 Factor들을 이용하
여 모형빙에서의 보정된 저항은 다음과 같다

″ ×   ×  ×           (4)

여기서 RIT 값은 측정된 모형선의 저항이고 RIT"값은 target 
빙상태의 모형선 저항 값이 된다. 이렇게 구한 모형선의 총 저항
은 실선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scale effects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 하였다.

Full scale resistance  (RIT")
 ″    ×′  

×′    
      (5)

  여기서,   × 
           model ice thickness(target value)
          45mm
           scale factor
′    total resistance at Froude No. Fn=0.05

위의 실선으로의 확장 식을 살펴보면 45mm의 모형 빙에서 실
선 확장이 가장 잘 일치하고 다소 얇은 모형 빙 두께에서는 실선 
확장 값이 작게 나오면 두꺼운 모형 빙에서는 실선 확장 저항 값



이 크게 나오므로 인해 위 식과 같이 값을 제시하여 실선 확장
을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ITTC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모형 빙 두께 및 강도에 대
한 제안식을 사용하였다. (ITTC-Recommended Procedures and 
Guidelines) 

◎ITTC의 제안식
   

 
 



           (6)

          
   



 이와 같이 HSVA의 방법에 비하면 다소 간단한 식으로써 제안 
하였다. 여기서   는 breaking component 이고 는 speed 
dependent part를 나타낸 것이다. 는 평탄빙 실험에서 
pre-sawn test 값을 빼므로 인해 breaking component를 구할 
수 있다. x의 값은 선형에 따른 계수 값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방
법으로 구할 수 없을 때는 1.5~2.0의 값을 사용한다.

4.2 자항 값 보정 기법
모형선 자항 시험으로부터 실선으로 확장하여 실선의 성능 값

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형빙의 두께 및 강도를 실선의 빙특성치
로 보정하여야 한다. 독일의 HSVA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thrust 및 PD 값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Karl-Heinz 
Rupp 2007 HSVA Report)

Derived  propulsion  thrust (T')  

 ′ ×  ×  ×              (7)

Derived  power (target condition)

 ′  ×  ×  ×        (8)

이렇게 구하여진 thrust의 값을 실선의 값으로 확장하는 방법
은 아래와 같이 저항의 실선 확장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
다.

 ″    ×′  
× ′    

    (9)

                                                       
 여기서,   ×  
          model ice thickness(target value)
         45mm
           scale factor

 

  모형선 실험에서 보정된 PD값에서의 실선 확장방법은 모형선

의 Reynold's Number가 실선의 Reynold's Number보다 작으므
로 4%정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   × ×               (10)

이렇게 ITTC의 제안식과 HSVA의 경험식을 사용하여 모형선의 
저항, 자항 실험 Data를 실해역의 저항 및 자항의 성능과 비교하
기 위해여 모형선 실험 결과 값을 보정 하였다.

5. 실선 시운전 적용
모형선 시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은 우선적으로 모형 빙

의 상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의 자료에서도 보듯이 모형빙 상
태가 균일한 두께 및 강도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현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선 시운전 data와의 성능 비교를 위해
서는 모형빙의 두께 및 강도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Terry fox호를 모형빙 40mm, 35kPa 및 23mm, 30kPa의모형선 
실험 결과 값을 실해역 저항 및 자항 data와의 비교 검증을 하였
다.  Fig. 10는 독일의 HSVA의 보정 방법을 통한 결과이며, 그
림 Fig. 11은 ITTC에서 제안된 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선과 비
교해 본 결과이다.

   

Fig. 10 Comparison of resistance between the sea trial 
full-scale evaluated data by using HSVA method 

 



Fig.11 Comparison of resistance between the sea trial 
full-scale evaluated data by using  ITTC method
  
 위의 그래프를 보면 ITTC의 보정 방법이 HSVA의 보정 방법보
다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좀 더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HSVA 과 ITTC의 방법이 각각 모형빙 23mm, 
30kPa에서와 모형빙 40mm,35kPa에서의 모형선 실험값과 실선
의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12은 모형빙 23mm,30kPa에서 
두 가지 보정 방법을 사용하여 실선의 저항 값과 비교한 그래프
이며 Fig.13는 모형빙 40mm,35kPa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여 실선의 저항 값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23mm 보다는 
40mm에서의 값이 실선의 값과 비교적 일치 하였다.

 

Fig. 12 Comparison of resistance evaluated from model 
ice thickness of 23mm and flexural strength of 30kPa

 

Fig. 13 Comparison of resistance evaluated from model 
ice thickness of 40mm and flexural strength of 35kPa

 다음으로 IOT에서 실험을 실시한 40mm, 35kPa 자항 모형시
험 결과 값을 HSVA에서 제시한 자항 보정 방법으로 Thrust 및 
PD 값을 보정하여 실선 확장 값을  실선 성능 data와 비교해보면 
그림 Fig. 14, Fig. 15와 같다.

 

  

Fig. 14 Comparison of thrust evaluated by HSVA method 
(model ice: thickness 40mm, flexural strength 35kPa) 
   

  

Fig. 15 Comparison of delivered power evaluated by HSVA 
method (model ice: thickness:40mm, flexural strength 
35kPa)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정된 모형선의 결과 값과  실
선 시운전  결과 값이 저항 요소 보다 비교적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SVA의 방법을 이용하여 저항 값에 대한실측선과의 그
래프와 PD의 실측선과의 그래프비교를 해보면 Fig. 16 와 같다.  

  

Fig.16 Comparison of resistance and delivered power 
evaluated by HSVA method (model ice: thickness 40mm, 
flexural strength 35kPa)



6.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빙수조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모형빙 생성과
정에서 두께 및 강도를 실제 목표로 하는 빙 조건과의 상사가 이
루어 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실해역 계측 Data 부족으로 인한 이유
로 쇄빙 선박 모형선 실험을 통하여 성능 검증에 어려운 경우에 
모형시험을 보정하여 실선 시운전 값과 비교하여 모형선의 성능
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동일 모형선
(TERRY FOX 호)에 대한 두 가지 빙두께(23mm,40mm) 상태에서
의 저항 및 자항 시험 결과 data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빙수조인 
독일의 HSVA에서의 보정 방법과 ITTC에서 제시한 보정방법을 
사용하여 실해역 Data와  저항 성분을 비교하였다. 저항의 비교
에서는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ITTC의 방법이 실선의 저항 값
과 잘 일치하였으며 모형빙 상태에 따라서는 23mm 보다는 
40mm 모형빙이 실선 시운전 저항 값과 잘 일치하였다. 자항 시
험에 있어서는 HSVA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모형선 실험 자항 시
험 결과 값을 제시한 방법으로 보정하여 실선 시운전 성능을 비
교해 보았다. 여기서는 저항 요소 보다는 자항에서의 보정 방법
이 좀 더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모형시험을 통한 실선성능 예측과 시운전 결
과의 상관관계를 축적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모형시험 실선 
확장 방법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두께 및 굽힘 강도 보정방법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모
형빙의 두께 및 보정 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해 적용하고 실선 시운전 
값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부터 좀 더 
적합한 모형시험 보정 기법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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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북극해의 주요 항행로인 러시아의 Northern Sea Route(NSR)와 캐나다의 Northwest Passage(NWP)에 대한 빙상/
해상/기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 쇄빙선박의 최적 운항항로를 결정하고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과 운항비 
및 운항속도 추정에 관한 연구이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북극해의 두 항로를 따라 최근 10년간의 해빙의 두께와 밀집도, 빙맥
의 크기와 분포 등 빙상정보와 파도, 바람, 해류/조류와 같은 해상/기상정보와 추가적으로 안개/착빙/눈폭풍 등 가시도를 낮추고 
항행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반 인자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어진 항로에서 선박의 평균 운항속도는 이들 환경요인에 좌우되
며 선박의 기본속도에 감속계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감속계수의 선정과 적용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논
문에서는 개발된 항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빙해역을 운항하는(혹은 운항 예정인) 5척의 쇄빙선박을 대상으로 북극해 
항로 구간에 걸친 운항시간과 평균 항행속도, 운항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 발표된 문헌과 비교하여 본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보이
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의 감소가 뚜렷이 드러난 2005년 이후의 빙상자료와 그 이전 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비교를 통하여 향후 북극해 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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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만년빙의 급속한 유실

현상은 북극해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북극
해에 매장된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구도를 보
다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두 항
로인 캐나다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와 러시아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가 동시에 열린 바 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항행거리가 30% 이상 단축되므로 물류수송을 위한 통항
항로로 이용 시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북극해 항로 개설
의 이점을 배경으로 빙해역 항행 모델을 만들어 대형 쇄
빙상선이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운항 시 선박의 운항 실상
을 평가하고 최적항로를 찾고자 한다.

 
과거 빙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비를 예측하기 위

한 몇 가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 중 핀란드에서 개
발된 항행 모델은 선박의 추력(thrust)과 빙저항과의 관계, 
그리고 빙저항과 선속 관계를 이용하여 해당 빙상조건에 
대하여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필요한 입력변수가 수십 
개가 되어 매우 복잡하고, 선박과 해빙에 대한 정보가 시
뮬레이션에 앞서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 자
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La Prairie et al., 1995).

1993년부터 6년간 진행된 국제 북극해 항로 프로그램
(International Northern Sea Route Program; INSROP)의 
연구과제였던 빙해역 항행 모델은 러시아 북극해 지역을 
운항하는 쇄빙선박의 총 항행거리 및 평균속도, 유도쇄빙
선 사용시간,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최적항로를 결정하는 
수치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INSROP에서는 1990년대까지 
축적된 북극해 빙상환경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선속 계산 
시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사용된 항행 모델을 이용하였
다(Patey and Riska, 1999; Kamesaki et al., 1999).

한편 미국의 CRREL 연구소에서 개발한 NSR Transit 
Model(Mulherin et al.,1996)은 본 연구의 빙해역 항행 시
뮬레이션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 CRREL의 빙해역 
항행 모델은 북극해의 빙상환경을 확률분포를 써서 나타
내고 이를 바탕으로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한 다수의 
반복 시뮬레이션 실행을 통해 실제 현상을 반영할 수 있
도록 설계된 것이다. CRREL의 빙해역 항행 모델에서는 
선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빙 해역에서의 설계 선속을 
기본으로 각 빙해역 구간의 환경조건에 따라 선속을 적당
히 감소시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속변수
(slowing factor)에 대한 표를 만들어 선속 계산을 수행하
는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입력자료의 간편함과 확장성 때문에 
CRREL에서 제시한 개념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빙해역 항
행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CRREL의 빙해역 항행 모
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빠진 부분의 데이터를 보충하
는 방법으로 장기 통계자료와 Monte Carlo 방법을 적용하
는 대신 항로상의 모든 위치에서 직접 빙상정보의 입력자
료를 사용하는 INSROP 방법을 사용한다. CRREL 모델이 
개발될 때보다 현재는 훨씬 새롭고 많은 분량의 빙상정보 
DB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입력방법이 적
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러시아의 북극
해 항로(NSR)와 함께 캐나다의 북서항로(NWP)를 모두 다
루고 있으며 이전의 항행 모델에 비해 항로상의 구간 간
격을 짧게 하여(대략 50마일 수준) 모델링의 정확도를 높
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중간 경유지를 통과하는 항로를 
고려하였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빙의 감소를 예상하여 
기존의 북극해 연안 항로보다 훨씬 바깥으로 통과하는 항
로도 배치하였다. 

북극해 빙해역의 천해역 수심과 파도/바람/조류 및 빙
맥(ice ridge)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Fog/Icing/ 
Snowstorm을 항행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보다 현실
적인 항행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본 모델은 CRREL 
모델의 간편함과 INSROP 모델의 풍부한 데이터 이점을 
모두 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개발될 대형선박에 
대한 빙해역 운항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1 Selected transit routes in the Arctic Sea



2. NSR/NWP 항행 모델
전체 항로를 연결하고 정보가 입력되는 지점으로 데이

터 노드(data node)와 결정 노드(decision node)가 있는
데 결정 노드는 데이터 노드와는 달리 시뮬레이션 과정에
서 항행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 데이터 노드에서 또 다른 
데이터 노드로 진행 시 항로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게 된다. 반면 데이터 노드에는 해빙의 분포와 밀집도(ice 
concentration), 얼음의 두께(ice thickness) 등의 빙상정
보와 함께 파고와 바람, 해류 및 수심에 관한 해역 환경
정보를 기본적으로 배정하게 된다. 빙상정보와 해역 환경
정보에 대한 통계치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데이
터가 존재하는 주변 해역의 자료로부터 보간법으로 계산
한다.

ICE DATA ENVIRONMENTAL 
DATA

ICE THICKNESS FOG INDEX
FIRST YEAR ICE THICKNESS ICING INDEX
MULTI YEAR ICE THICKNESS SNOWSTORM INDEX

ICE CONCENTRATION WAVE HEIGHT
FIRST YEAR ICE 
CONCENTRATION WIND SPEED
MULTI YEAR ICE 
CONCENTRATION WIND DIRECTION

RIDGE SAIL HEIGHT CURRENT SPEED
RIDGE FREQUENCY CURRENT DIRECTION

ICE COMPRESSION INDEX WATER DEPTH

Table 1 Required parameters for ic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HIP

Ship Type

TRANSIT

Direction
LOA Month

Breadth Port of Departure
Draft Port of Call 1
DWT Port of Call 2

Engine Power Port of 
Destination

Table 2 Input parameters for transit operation & ship 

빙해역 항행 모델 구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변
수는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입력변
수와 관련하여, 공개된 여러 문헌과 발표자료를 2000년부
터 2009년까지, 그리고 매년 1, 4, 7, 10월에 대하여 수
집, 정리하여 빙상/해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과거 CRREL 모델(Mulherin et al., 1996)이나 INSROP 
(Kamesaki et al., 1999)에서 개발된 빙해역 항행 모델은 
대부분 개발 당시까지의 자료인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빙
상자료에 기초하여 구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2006년을 경계로 북극해의 여름

철 해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모델
은 최근의 동향이나 앞으로의 북극해 상황을 대변하지 못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항행 모델에서는 가장 최근 
10년간의 정보를 항행 모델 구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뒤에 항행 모델 시뮬레이
션 계산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2004년) 자료와 
(2005-2009년) 자료를 이용한 계산결과가 여름철에 상당
한 차이가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

쇄빙상선의 빙해역 운항 시 먼저 해빙의 두께와 밀집도
를 고려한 선박의 기본속도(base speed)를 Table 3을 통
해서 결정한다. 무빙 해역 운항 시에는 선박의 설계속도
(design speed)로 항해하지만 해빙의 집중도가 30% 이상
일 때부터 해빙의 집중도와 두께에 따라 선박은 차등적으
로 속도를 감속하게 된다. 음영부분은 유도쇄빙선이 사용
된 경우인데, 해빙의 밀집도가 60% 이상, 해빙의 두께가 
120cm 이상이면 유도쇄빙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

BASE SPEED
Thickness
Concentration

<120 
cm

120cm-
180cm

180cm- 
240cm

>240 
cm

ICE FREE DS=Design Ship Speed
< 30% 10 8 8 6
30-60% 8 8 7 6
60-80% 6 10 10 8
80-100% 8 6 6 4

Table 3 Base speed

선박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무빙 해역(open sea)이나 얼음의 밀집도가 작을 때
(보통 30% 미만)의 해상상태에서 파도, 바람 및 조류/해
류 등에 의한 감속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노드에
서의 파고(wave height), 풍속(wind speed), 풍향(wind 
direction), 조류의 속도(current speed)와 방향(current 
direction) 등에 대한 정보가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Ice 
conc
[%]

Wave 
height
[m]

Wind/Current direction vs Ship heading
Head sea Beam sea Following 

sea
Ice 
free

<3 BS-1kn- Vc BS BS+ Vc
3-5 BS-2kn- Vc BS BS+1kn+ Vc
>5 BS-6kn- Vc BS-3kn BS-3kn+ Vc

0-30

<1 10knot
1-m 8knot
2-3 6knot
3-5 5knot
5-7 4knot
>7 3knot

>30 0 Base Speed

Table 4 Speed reduction due to wind/wave/current 

(단 Vc=Vw*0.025)



다음으로 선박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는 안개
(fog), 착빙(icing), 눈폭풍(snowstorm) 그리고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 얼음이 이동하면서 수로 내에서 선측부가 압
력을 받는 상황(ice compression)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선박의 출력감소뿐 아니라 가시성
(visibilit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속을 감소시키는 원인
이 된다. 하지만 이런 변수에 관한 정보는 발표된 자료가 
매우 희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
나 그 영향 정도에 따라 대략 4단계로 나누어 None(0), 
Low(1),Medium(2), High(3)로 구분하여 각 노드에 배정하
였다.

Fog INDEX Speed Reduction Factor
0 None 1.00 
1 Low 0.80 
2 Medium 0.60
3 High 0.50

Table 5 Fog index 

Table 6은 빙해역 운항 시 빙맥의 크기와 출현빈도에 
따라 선박에 적용되는 선속의 감소계수를 나타낸다.

Frequency[1/km]
Ridge Sail Height

< 
0.5

0.5
- 

1.5

1.5
- 

2.5

2.5
- 

3.5

3.5
- 

4.5
> 

4.5
< 100cm 1 0.9 0.8 0.6 0.5 0.4

100 - 200cm 0.8 0.6 0.5 0.4 0.4 0.3
200 - 350cm 0.5 0.3 0.3 0.2 0.2 0.1

> 350cm 0.2 0.1 0 0 0 0

Table 6 Speed reduction factors due to ice ridge 
formation

한편 각 구간별로 유도쇄빙선의 이용시간과 더불어 평
균 항행속도로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여 소요시간을 계산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총 소요시간을 이용해 총 소요비
용을 계산하는 순서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 최적항로
의 선정은 먼저 항로상의 수심 제한에 따라 대상 선박의 
흘수와 선체 바닥의 손상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는 구간 중에서 총 소요
비용이 최소가 되는 항로를 선택하게 된다.

본 항행 모델에서는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쇄빙선박
의 운항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OTAL COST = Fuel Oil Cost + Operational Cost + 
           Port Cost + Icebreaker Fee + Capital Cost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들과 그에 대한 수치들은 가능한 
현실에 부합되고 최신의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항행 모델에서는 연료비(Fuel Oil Cost)의 경우, 선박의 
연료소모량에 연료단가를 곱해 계산하고 선박운영비
(Operational Cost)는 선원비, 선용품비, 유지보수비, 보
험료, Ice Pilot 비용을 각각 합산한다. 기항지의 항만비용
(Port Charge)는 중간 기항지와 최종 목적지에서의 정박
일수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한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유도쇄빙선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는 빙해역 운항 시 항로의 빙상상태에 따
라 유도쇄빙선이 항로를 개설한 후 쇄빙선박이 뒤따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의 소요경비 계산
에 유도쇄빙선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이 포함되게 되며, 
유도쇄빙선의 이용요금은 빙해역에서 유도쇄빙선을 사용
한 시간과 선박의 크기(배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마지막
으로 자본비용(Capital Cost)는 선박의 건조비용과 연간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3. NSR/NWP 항행 시뮬레이션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히 

사라지는 상황에서 북극해 항로를 통한 대형 쇄빙상선의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북극해 항행 모델의 
계산사례로 러시아의 2만톤급 벌크선인 SA-15 class 
Noril'sk, 핀란드의 16,500톤급 유조선 Lunni, INSROP 프
로그램에서 제안된 5만톤급 벌크선, 국내에서 건조된 7만
톤급 셔틀탱커인 Vasily Dinkov, 그리고 건조 계획 중인 6
만6천톤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을 위하여 먼저 Table 7의 SA-15 
class Noril'sk에 대한 본 항행 모델의 계산결과를 CRREL 
(Mulherin et al., 1996)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2006년
을 경계로 북극해의 여름철 해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
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2000-2004년) 자료와 (2005-2009년) 자
료를 구분하고 겨울철(4월)과 여름철(10월) 두 경우에 대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RREL 모델에서는 1990
년대 중반 이전의 빙상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모델의 
(2000-2004년) 겨울 자료를 사용한 것과 유사할 것이라
고 추정했는데, 계산결과 역시 이러한 추정을 그대로 나
타내고 있으며 특히 총 소요시간과 평균 선속에서 서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부터 본 항행 모델이 시뮬레
이션 정확도 면에서 CRREL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면 여름철 자료를 사용한 것은 지구온난
화 경향을 반영하여 본 모델의 (2005-2009년) 자료를 이
용한 계산 결과와 CRREL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Ship Information Noril'sk SA-15
Ship Type Bulk Carrier
LOA m 174.0
Breadth m 24.0
Draft m 10.5
Deadweight Tonnage ton 20,000
Engine Power MW 15.4
Ship Speed in Open Sea knot 17.0
Ship Speed in Ice knot 2.0
Icebreaking Capacity m 1.0

Table 7 Arctic transit ships for comparison

  Ship Information Lunni
Ship Type Tanker
LOA m 164.5
Breadth m 22.3
Draft m 9.5
Deadweight Tonnage ton 16,500
Engine Power MW 13.8
Ship Speed in Open Sea knot 15.0
Ship Speed in Ice knot 2.0
Icebreaking Capacity m 1.0

마찬가지로 소형 유조선 Lunni를 이용하여 본 항행 모
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CRREL 모델과 비교해 보았는데 
Noril'sk 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서 빙해역
의 환경조건을 직접 사용한 본 항행 모델의 시뮬레이션이 
비교적 정확하게 최근의 빙해역 항로 운항 현황을 대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Noril'sk SA-15 April 2000 - 
2004

2005 - 
2009 CRREL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Hour hr 544.3 562.3 566.11
Mean Ship 

Speed knot 5.37 5.20 5.55
Total I/B 

Escort Hour hr 474.1 483.3 518.96
Total Transit 

Cost USD 547,225.8 563,417.8 576,895.7

Table 8 Simulation result for SA-15 class Noril'sk 

Noril'sk SA-15 Oct. 2000 - 
2004

2005 - 
2009 CRREL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Hour hr 378.1 269.5 484.23
Mean Ship 

Speed knot 7.52 10.60 6.61
Total I/B 

Escort Hour hr 306.0 140.8 122.69
Total Transit 

Cost USD 373,166.6 242,990.8 397,757.7

Lunni April 2000 - 
2004

2005 - 
2009 CRREL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Hour hr 549.1 568.0 565.53
Mean Ship 

Speed knot 5.33 5.15 5.57
Total I/B 

Escort Hour hr 474.1 483.3 518.02
Total Transit 

Cost USD 539,763.8 556,201.6 564,759.5

Table 9 Simulation result for Lunni

Lunni Oct. 2000 - 
2004

2005 - 
2009 CRREL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Hour hr 386.6 285.3 492.52
Mean Ship 

Speed knot 7.35 10.02 6.48
Total I/B 

Escort Hour hr 306.9 141.5 125.64
Total Transit 

Cost USD 372,014.7 248,207.8 394,894.2

Fig. 2, 3, 4는 시뮬레이션에 따른 평균 선속, 총 항행
시간 및 쇄빙선 사용시간, 그리고 총 운항비용을 겨울철(4
월)과 여름철(10월)에 대하여 CRREL 모델과 함께 서로 
비교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의 영
향에 따라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계산결과 차이
가 여름과 겨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Compared ship speed 

Fig. 3 Compared total transit hour & icebreaker hour



Fig. 4 Compared total cost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 항행 모델의 유

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로 3척의 대형 선박에 대하여 동
일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선박은 INSROP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5만톤급 벌크선, 국내에서 실제 건
조된 7만톤급 셔틀탱커인 Vasily Dinkov, 그리고 국내 건
조계획 중인 6만6천톤급 컨테이너선인데 그 계산결과를 
Table 10에 정리하였다.

Ship Information INSROP Concept
  Ship Type m Bulk Carrier
  LOA m 252.2
  Breadth m 30.0
  Draft m 12.5
  Deadweight Tonnage ton 50,000
  Engine Power MW 18.02
  Ship Speed in Open Sea knot 17.0
  Ship Speed in Ice knot 3.0
  Icebreaking Capacity m 1.2

Transit Information 
  Database April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365.1 / 3365.1
  Total Transit Hour hr 544.3 / 562.3
  Mean Ship Speed knot 5.37 / 5.20
  Total I/B Escort Hour hr 474.1 / 483.3
  Database Oct.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271.8 / 3288.7
  Total Transit Hour hr 378.1 / 269.5
  Mean Ship Speed knot 7.52 / 10.60
  Total I/B Escort Hour hr 306.0 / 140.8

Table 10 Ships used for Arctic transit simulation

 Ship Information Vasily Dinkov
  Ship Type m Shuttle Tanker
  LOA m 280.0
  Breadth m 30.0
  Draft m 12.0
  Deadweight Tonnage ton 70,000
  Engine Power MW 36.0
  Ship Speed in Open Sea knot 15.0
  Ship Speed in Ice knot 2.92
  Icebreaking Capacity m 1.5

Transit Information 
  Database April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365.1 / 3365.1
  Total Transit Hour hr 549.1 / 568.0
  Mean Ship Speed knot 5.33 / 5.15
  Total I/B Escort Hour hr 474.1 / 483.3
  Database Oct.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271.8 / 3288.7
  Total Transit Hour hr 386.6 / 285.3
  Mean Ship Speed knot 7.35 / 10.02
  Total I/B Escort Hour hr 306.9 / 141.5

 Ship Information -
  Ship Type m Container
  LOA m 281.0
  Breadth m 34.6
  Draft m 13.5
  Deadweight Tonnage ton 68,000
  Twenty foot Equivalent Unit TEU 5,000
  Engine Power MW 35.0
  Ship Speed in Open Sea knot 19.0
  Icebreaking Capacity m 1.0

Transit Information 
  Database April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365.1 / 3365.1
  Total Transit Hour hr 540.1 / 557.5
  Mean Ship Speed knot 5.41 / 5.25
  Total I/B Escort Hour hr 474.1 / 483.3
  Database Oct. (00~04) / (05~09)
  Transit Direction Murmansk - Chukchi Sea
  Total Transit Length mile 3271.8 / 3365.1
  Total Transit Hour hr 371.1 / 256.0
  Mean Ship Speed knot 7.66 / 11.42
  Total I/B Escort Hour hr 305.2 / 139.3



4. 결 론
 본 연구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NSR 및 NWP 항로를 

대상으로 쇄빙상선의 최적 운항경로를 결정하고 이 항로
를 따라 소요되는 총 운항시간 및 운항비용 등을 산정하
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프로
그램은 시뮬레이션의 바탕이 되는 빙상정보와 파고, 풍향, 
조류와 같은 해상/기상정보, 빙맥이나 수심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정된 최적항로를 지도상에 표시함
으로써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하여 사용자가 쉽게 항로를 파악하고 선택된 항로의 환경
정보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최근 국제 원유가의 상승 추세로 인해 북극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북극해 지역에 대한 빙상자
료와 함께 북극해 연안의 해류와 풍향, 파고, 수심 등에 
관한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수 
있다면 항행 시기별 최적 운항항로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운항비용 계산 시 선
속과 출력에 따른 연료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고려하고 
쇄빙상선 단독 운항뿐 아니라 쇄빙선단을 이루어 운항하
는 경우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향후 빙해
역 항행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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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RI 빙수조 빙저항 시험 정도 개선
이춘주, 정성엽, 김성환(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지난해 국가차원으로 확보된 국내 유일의 최첨단 MOERI 빙해수조는 기존의 국외 빙해수조와 달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결빙면적이 32m x 32m로 5채널 이상의 빙수조 시험이 가능하도록 사각수조로 준공되었다. 그리고 빙수조 모형시험 과정에
서 모형빙 생성은 시험결과의 정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MOERI 빙해수조에서는 해빙과 역학적 성질이 가장 유사한 EG/AD-CD 
모형빙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G/AD-CD 모형빙을 사용하는 MOERI 빙해수조에서 빙해선박에 대한 빙수조 시험법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립
하고자 사각수조에 설치된 광폭의 주 예인전차의 자체 진동특성에 의해서 야기되었던 빙저항 시험 계측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개
발한 sliding heave bar를 동력계와 모형선 중간에 설치함으로서 빙저항 시험 정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Item Specifications
Size 42m(L) × 32m(W) × 2.5m(D) 

Usable
Ice Area 32m(L) × 32m(W) 
Model Ice EG/AD ice
Driv. Sys. Bogey Wheel, Rack & Pinion

Main Carriages X-Y Type, 0.0002-3(m/s)
Service Carriage Ice treatment

Cold Room 4m × 5m, -50℃∼15℃, 2EA
Refrigeration Sys. 300KW × 2 Sets

1. 서 론
빙해역을 운항하는 빙해선박과 극한지 해양구조물 설계 및 운

용기술 확보와 국내 빙역학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
소(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에 최첨단 빙해수조(Ice model basin) 시설이 확보되었다. 현재 
MOERI 빙해수조에서는 해빙(sea ice)과 재료특성이 가장 유사한 
EG/AD-CD 모형빙(model ice)을 사용하고 있다. 모형빙 생성은 
빙수조 시험결과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EG/AD-CD
(collect density) 모형빙의 특성과 역학적 상사법칙을 기반으로 
모형빙의 두께와 굽힘강도 및 탄성계수 등은 모형선의 축척비
(scale ratio)에 따라 조절한 후 빙수조 시험(ice model test)을 
수행한다.   

Table 1 Main Specifications of MOERI Ice Model Basin(Cho, 
et al., 2010)  

MOERI 빙해수조는 모형시험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각형
으로 준공되었으며, 모형시험 과정에서 모형선을 예인(tow)하는 
주 예인전차(main carriage)와 모형빙의 준비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전차(service carriage)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
형빙을 생성하기 위해 냉동공조시스템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Lee et al., 2007).

그리고 선박기자재의 방한성능(winterization)을 시험하고 검증
하기 위해 두 개의 저온 콜드룸(low temperature cold room) 시
설을 확보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극한지 공학의 메카로 발돋
움하고 있다. Table 1에는 빙해수조와 콜드룸에 대한 주요제원이 
정리되어 있다. 

MOERI 빙해수조는 Fig. 1에서처럼 길이 32m, 폭 32m의 정사
각형 구역에서 얼음판(ice sheet)을 생성하며, 모형시험 시 빙해
수조의 폭 방향으로 6채널 정도 빙시험이 가능하지만 모형선의 
선폭에 따라 최대 10개 채널에서 빙수조 시험이 가능하고 시험
속도 또한 한 채널에서 두 개의 속도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빙수조 시험과정에서는 주 예인전차의 하부에 설치된 계측프

레임이 X-Y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시험을 수행하는데, 계측프레
임에 설치된 Gimbal 저항동력계가 모형선과 직접 연결되어 시험 
속도에 따라 저항값을 측정한다. 이때 X-Y 타입의 Gimbal 저항
동력계는 쇄빙과정에서 계측되는 값을 얻기 위해 대용량 로드셀
을 사용하고 있는데, 빙수조의 폭 방향 위치에 따라 장폭의 주 
예인전차에서 발생되는 자체 고유진동의 영향으로 빙수조 저항
시험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험과정에서는 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Fig. 1 37th model ice test in the MOERI ice model basin 

2. 초기 모형빙 생성
언급한 바와 같이 빙수조 시험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균일한 모형빙 생성과 함께 모형빙의 재료특성 확보가 중요
하다. 

이를 위해 MOERI 빙해수조에서는 캐나다 빙해수조(NRC-IOT)
에서 사용하고 있는 EG/AD/S-CD 모형빙을 개선한 EG/AD-CD 
모형빙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형빙 생성 시 모형빙의 초기 굽힘
강도는 150kPa 정도가 나타난다. 

Table 1 Similitude low for the ice model test
(p: prototype, m: model)   

Variable Scaling
Length   

Velocity    
Ice strength   

Ice thickness   

Elastic modulus   

Ice fracture toughness    
Friction coefficient   

Poisson's ratio   

Ice Density   



Table 1에서처럼 실선에 대한 모형선의 축척비를 라고 하면 
모형빙의 굽힘강도와 빙두께, 탄성계수 등은 실제값의  만큼 
줄이고, 모형시험 시 속도는   로, 마찰계수와 포아송비, 밀
도 등은 실제와 동일하도록 조절한다(Timco, 1986).

 

Fig. 2 The EG/AD-CD Model Ice Growth Process

EG/AD-CD 모형빙의 경우 Fig. 2와 같이 초기 공기냉각
(Cooling), 얼음핵 분사(Seeding), 모형빙 결빙(Freezing), 승온( 
Tempering)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생성시킨다. 우선 초기 공기냉
각 단계에서는 수조수 온도를 1℃ 이하로 유지시키며, 수조내의 
대기온도를 -20℃ 까지 낮추어 수조수 표면온도를 0℃ 부근으로 
낮춘다. 그 다음 얼음핵 분사 단계에서는 수조수 표면의 살얼음
을 제거한 후 약 40℃의 담수(fresh water)를 40L 이상 수조내부 
대기 중에 골고루 분사시켜서 얼음의 핵을 형성한다. 이렇게 얼
음 핵이 생성된 후 모형빙 결빙단계(-20℃)와 승온 단계를 통해
서 모형빙의 생성시키고 최종 목표두께 및 강도를 조절한다. 

모형빙 두께와 강도 및 결정구조 등 모형빙의 재료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얼음핵 분사량, 수조수 온도
와 밀도조절을 위한 마이크로 버블량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MOERI 빙해수조의 경우, 40mm/30kPa의 
모형빙 생성 시 실제 생성된 모형빙의 두께는 40±4mm이
고 강도는 30±5kPa 정도로서 모형빙의 결정구조는 기둥
형(columnar) 결정구조로 생성되나 얼음핵 분사량과 마이
크로 버블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Fig. 3과  
같이 모형빙의 상부와 하부에서 입자형의 결정구조가 생
성되면서 강도가 강한 부분이 나타난다.

Fig. 3 Crystal structure of EG/AD-CD model ice

3. 빙수조 빙저항 시험
일반적으로 선형시험수조에서는 저항시험의 경우 속도는 모형

선과 실선의 Froude 수를 일치시키고 추진기 성능시험의 경우 
Reynolds 수를 일치시켜 시험을 수행하지만, 빙수조 모형시험에
서는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점성력이 작아져 Reynolds 수의 상
사성은 무시하고 대신에 Cauchy 수와 Froude 수만을 일치시킨
다. 

먼저 빙해수조의 X-Y 타입인 120kgf Gimbal 저항동력계의 재
현성(repeatability)을 검증하기 위해 개수로(open water)에서 속
도를 증감시키면서 저항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 Resistance Testing System(left: Initial condition, Right: 
Improved condition, Present) 

주 예인전차의 계측프레임에 저항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모
형선 바닥에 설치된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에 Gimbal 
저항동력계를 연결하였다(Fig. 4 왼쪽 참조).

개수로 저항시험은 빙해수조의 중앙부 채널(Between channel 
3 and 4)에서 수행되었으며, 한 개 속도별로 저항을 계측한 결과 
Fig. 5와 같이 재현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므로 
저항동력계(120kgf)는 빙수조 시험의 정도 상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5 Resistance Test Results in Open Water 



그러므로 빙수조 시험에서는 수조의 길이를 고려해 각 채널별
로 2, 5knots 그리고 3, 4knots, 7knots에서 빙저항을 계측하였
고, 시험결과는 Fig. 6에 도시되어 있다.    

Fig. 6 Resistance Test Results in Ice

빙시험 결과에서는 노이즈(Noise)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지만, 주 예인전차의 자체 고유진동 특성이 바로 저항동력계로 
전달되어 X, Y방향 힘의 커플링이 1% 정도 발생하고 각 채널별 
두 개 속도 계측 시 저항동력계의 로드셀의 잔류응력과 함께 모
형빙의 두께와 강도에 의한 영향으로 계측 값이 다소 산재된
(scatter) 특성을 보여준다(Fig. 6 참조). 

따라서 빙저항 시험에 대한 정도 향상을 위해 주 예인전차의 
자체 고유진동 특성을 줄이고 각 채널별 두 개 속도 계측 시 잔
류응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초기 저항계측시스템에 sliding 
heave bar를 제작 설치하였다(Fig. 4 오른쪽 참조). 

빙수조 시험 초기에는 모형선 바닥에 설치된 유니버설조인트 
바로 위에 주 예인전차의 계측프레임이 직접 연결되었지만 현
재는 Gimbal 저항동력계를 sliding heave bar를 통하여 주 예인
전차의 계측프레임과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빙수조 
시험을 수행결과는 Fig. 8에 도시되어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한 채널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속도(3, 4knots, 5 knots, 7 
knots)에 대한 저항시험을 수행한 결과이고 파란색 선은 각 채널
에서 한 개의 속도(3knots, 4knots, 5knots)에서 저항을 계측한 
결과이다. 

Fig. 8 Comparison of ice resistance in the model test

Fig. 9는 평탄빙에서 모형선의 속도가 0.159m/s(실선속도 

2knots)인 경우 저항값 Rx를 도시한 것으로 sliding heave 
bar를 설치하기 이전보다 계측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Measured RX at 0.159m/s in Ice model tes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빙저항 시험의 정도향상을 위하여 초기 저항계

측시스템에 sliding heave bar를 추가로 제작 설치하여 빙저항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빙저항 시험 시 sliding heave bar를 사용한 결과 주 예인전
차의 자체 고유진동 특성과 각 채널별 두 개 속도 계측 시 잔류
응력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 또한 쇄빙과정에서 모형선의 상하방향 운동이 가능하며, 선
수ㆍ미 시험방향도 교체가 수월하다.

따라서 자유항주용 선수 가이드와 동력계 보정작업 및 저항동
력계 등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면 최적의 빙저항 계측시스템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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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RI 빙해수조에서 Ice ridge 모형시험 적용에 관한 연구
김현수(인하공업전문대학), 이춘주(한국해양연구원)

Abstract

빙수조 저항 및 자항 모형시험은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하는 모형선과 운항해역 얼음의 두께와 강도 상사를 만족하는 모형빙을 
생성하여 쇄빙선박의 속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평탄빙(level ice)에서의 성능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형빙의 생성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만들어진 평탄빙의 모형 시험이후에는 선주들에게 빙해상에 나타날 수 있
는 다양한 해역에서의 운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도 변화에 따른 pack ice 성능, 중첩도 변화에 따른 rubble ice에서의 성
능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쇄빙선의 조종성능 시험은 규정 등에서 반드시 만족해야만 하는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선박
의 선회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빙해상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피 기동을 하기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빙해역에 
만들어진 협수로(channel)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거리와 엔진 출력 등의 정보를 주기위한 Channel out 등의 시험을 수행하기
도 한다. 또한 본선의 엔진 출력으로 운항항로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 빙맥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통과할 때 속도
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빙맥(ice ridge) 통과 시험을 수행한다. 2010년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승선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빙해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빙맥(ice ridge)과 hummock은 쇄빙선박을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빙맥 통과의 성능은 선
장들에게 운항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빙수조에서 모형 빙맥을 만드는 것은 실해역에 존재하는 빙맥의 
형상과 강도에 상사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빙해수조에서 이를 구현함에 있어 해류와 바람에 의한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생성임으로 많을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 빙맥을 만드는 방법과 빙맥의 형상과 강도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 및 방법, 빙맥 통과 시험을 하기위한 기
존의 연구를 정리하였고, 최근 빙수조를 건조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MOERI 빙수조에서 기존의 연
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빙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탄빙 얼음 양을 산출하는 방법을 정리하였
고, 최적 모형 빙맥 시험 방법에 대한 평탄빙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 빙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장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모형 빙맥의 형상를 측정할 수 있는 DART(Digital Acoustic Radar Transceiver)라는 장비와 강도를 알 수 
있는 Punch shear test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MOERI 빙수조에서 향후 수행하게 될 빙맥 통과 시험에서 필요
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Key word : 빙맥(ice ridge), 빙맥 통과 시험(ice ridge test), 빙맥 강도(ice ridge strength), 빙맥 형상(ice ridge geometry), 
빙맥 성능(ice ridge performance), ice tank(빙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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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준공된 MOERI 빙수조는 얼음에서의 저항 및 자항 시

험 기법의 정립과 비교시험을 통한 수조 검증 및 국제 공인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Lee(2009) 등은 MOERI 빙해
수조의 주요제원, 모형빙의 생성 방법, 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를 
발표 하였으며, 캐나다 IOT와 공동연구를 통해 Brash ice의 시험
법을 확보하고 이를 소개한 바 있다 (Lee 등 2008). 또한 
Chun(2010) 등은 MOERI 수조의 모형빙의 두께와 강도의 상사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Lee(2010) 등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한 비교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Cho(2010) 등은 모형선의 빙마찰계수를 실선과 맞
추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계측 장비와 시험 방법 그리고 결과
를 소개하였으며, Jeong(2010) 등은 MOERI 빙해수조가 보유한 
콜드룸(Cold room)에서 weather tight door의 저온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모형시험과 실선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북극해에서의 실선 시운전 결과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Kim 등 2010)   

MOERI 빙수조는 모형선의 제작, 균일한 모형빙 생성, 일정한 
모형선 빙 마찰계수의 적용, 평탄빙, pack ice, Brash ice에서의 
저항 및 자항 시험, 쇄빙연구선을 통한 비교시험 등을 수행하여  
준공 1년여 만에 실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Ice ridge나 빙수조 조종시험 등에 있어서는 
수행실적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MOERI 빙해수조에서 ice ridge 통과시험을 수행
하기 위해 빙맥(ice ridge)의 형상 정의 방법을 알아보고 MOERI 
빙해수조에 적절한 모형 빙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며, 
모형 빙맥의 형상 계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빙맥 강도
의 상사법칙에 대해  알아보고, 모형 빙맥 강도를 계측하는 방법
도 제안하고자 한다. ITTC(International Towing Tank 
Conference) ice committee에서 권고하는 시험 절차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유일의 빙해수조인 MORERI 빙수조에서 빙맥 통과시험 
적용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빙맥의 생성과 환경 
    빙맥의 생성은 조류나 바람 등에 의해 평탄빙이 이동을 

하면서 상호 충돌을 하여 얼음판과 얼음판이 상호작용을 통해 생
성이된다. 빙맥은 Beaufort Sea와 Newfoundland 주의 서부해안 
과 Baffin 만 등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극해 
연안에 어느 해역이든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Timco, 
2000). FIg. 1은 2010년 8월 쇄빙연구선 Araon에 승선하여 
Chukchi Sea에서 촬영한 빙해역 사진이다. Fig. 1에 볼 수 있듯
이 빙맥의 분포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
라서 선장이 선박을 조종함에 있어서 가능한 빙맥을 피하여 운용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과 효율관점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빙맥을 모두 피해서 운항을 하는 것은 빙맥의 분포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빙맥을 선정함에 있
어 경험으로 통과가 용이한 빙백을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고, 선주에게 본선의 엔진 출력을 고려하여 통과가 가능한 
최대 빙맥의 크기와 강도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모형선을 사용한 
빙맥 통과 시험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1 Photo of ice field in Chukchi Sea(August 2010)

  Fig. 2 Photo of ice ridge in Chukchi Sea(August 2010)

  Fig. 3 Photo of ice ridge in near Svalbard  island (April 
2010)

Fig. 2는 Alaska 근처 Chukchi Sea에서 2010년 8월에 촬영한 
것이고 Fig. 3은 Norway Svalbard 섬에서 2010년 4월에 촬영한 
ice ridge 형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Fig. 2는 바다의 한 가운데 
생성된 빙맥이고, Fig 3은 섬 연안에 생성된 빙맥을 보여주고 있
다.  



2.2 빙맥의 형상 
    빙맥의 형상은 개략적으로 Fig. 4와 같이 정의 할 수 있

다. 빙맥의 윗 부분으로 얼음 위에 돌출된 부분을 세일(Sail)이라
하고, 대기온도가 낮아서 수면 아래에 깨진 얼음이 서로 얼어붙
은 층을 Consolidated layer라 하고 Consolidated layer 아래 깨
어진 얼음이 서로 모여 있지만 응고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중첩되
어 있는 부분을 킬(Keel)이라 한다. 

 Fig. 4 Schematic geometry of ice ridge 

 Timco 등(2000)은 Consolidated layer가 평탄빙보다 두꺼운 
것을 계측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고, 1m 정도의 평탄빙을 갖는 
북극해에서 2.5m의 Consolidated layer를 갖지만, 킬의 공극률
(Porosity)에 따라서 5m이상이 되며, 평균 두께의 1.68배가 최대 
두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킬은 Newfoundland 서부지역
은 16m정도이고, 북극 지방은 50m이상이며, 아북극 지역
(Subarctic)에서는 25m전후의 크기를 갖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
다. 

Timco(1997)등은 22개 북극 지역의 184개 빙맥을 조사하여 
통계해석을 통해 킬 높이(Hk)가 세일 높이(Hs)의 4.4배, 킬 폭
(Wk)은 킬 높이(Hk)의 3.9배에 해당하여 식 (1)과 (2)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1)
                                          (2)

킬의 공극률과 세일의 공극률의 사이에는 식(3)의 관계가 성
립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킬과 세일의 평균 각도를 30°와 40°임
을 제시하였다. ITTC에서는 세일과 킬의 각도를 실제와 유사하게 
하되 25°를 권고하고 있다.(ITTC, 2005)

 
                                      (3)
   
빙맥의 분포도(frequency)와 간격(spacing)과 관련한 조사는 

Davis 등(1995)이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동 북극해의 경
우 최대 빙맥은 20~26m의 킬 깊이로 평균적으로 km당 8개의 
빙맥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경식, 2010) 빙백의 분포
와 간격은 선박의 운항 해역의 정보를 모형 시험을 할 때 정확히 

구현하면 된다.

2.3 MOERI 빙수조에서 ice ridge 생성
   모형 빙맥을 생성하여 모형시험을 수행하여 빙맥 통과시험

을 수행하기까지 과정을 순서도(flow chart)로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Fig. 5 Flow chart of ice ridge model test 

 평탄빙의 생성은 평탄빙 생성 방법에 따라 강도와 두께를 목
표로 시간의 함수로 구현하면 되지만 빙맥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평탄빙 생성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Fig. 4와 같은 형상의 
빙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평탄빙에 빙맥의 폭(Ridge 
width)만큼을 pre-sawn을 하는데 이때 빙편의 크기는 얼음 두께
의 3~5배를 사용한다. pre-sawn ice 위에 지속적으로 pack ice
를 중첩시켜서 빙맥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
는 값은 실해역 자료에서 얻어지는 킬 깊이(keel depth, Hk)이다. 
세일의 높이와 빙맥 폭(ridge width)은 식 (1), (2)를 사용하여 구
할 수 있고, 킬 각도(keel angle)와 세일 각도(sail angle)는 각각 
30°와 25°를 사용하여 형상을 고려하면 킬 폭(keel width)를 구
할 수 있고, 킬 면적과 세일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 면적에 공
극율과 얼음의 밀도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면 추가적으로 
pre-sawn ice에 공급해야하는 얼음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된 모형 빙맥의 모습은 Fig. 6와 
같다.

 Fig. 6 Ice ridge in ice model basin at IOT(Sep. 2010)



 Fig. 7 Model Ice Being Dumped into First-year Ridge

Fig. 7은 Fig. 6의 빙맥을 만들기 위해 pack ice를 pre-sawn 
ice에 중첩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Sample calculation of required ice length for ice 
ridge with 10m keel depth 

Items Full 
scale unit Model 

scale unit

level ice 
thickness 1.0 m 0.0333 m

Keel 
depth(Hk) 10.0 m 0.3333 m

Ridge  
width(Wk) 39.0 m 1.3000 m

Slope width 34.6 m 1.1547 m
Keel width 4.4 m 0.1453 m
Keel area 
(Ak) 216.8 m

2
0.2409 m

2

Sail 
depth(Hs) 2.3 m 0.0758 m

Sail 
width(Ws) 9.75 m 0.3249 m

Sail area(As) 11.08 m
2

0.0123 m
2

additional 
required ice 129.62 m 4.3206 m

Table 1은 1m 평탄빙에서 10m 킬 깊이(keel depth)를 갖는다
고 할 경우에 빙수조에서 Timco 등(2000)의 제안에 따라 빙맥을 
만들기 위해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계산에서 
사용된 빙맥의 공극률은 30%를 사용하였고, 축척비(Scale ratio)
는 30°을 사용하였으며, 세일과 킬의 각도는 30°, 모형 얼음의 
밀도는 900kg/m3을 사용하였다. Table 1의 결과에 따르면 1m 
평탄빙에서 약 4.32m의 얼음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 되었다. 따
라서 MOERI 빙해 수조에 적용할 경우 한 개의 Channel에서 약 
4.32m의 pack ice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Pre-sawn ice channel
에 공급하여야 한다. 4.32m의 수치는 1m 두께, 10m 킬 높이
(Keel depth)를 만드는 경우에 주어진 수치로 만일 북극해의 실
해역에 사용되는 2m 두께에 25m 킬 높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6.78m의 pack ice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 수조길이 32m를 고려할 때 절반에 해당되는 길이로 

빙맥을 만들고 빙맥 통과 실험을 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실험 계획
을 세워 몇 개의 channel에서 pack ice를 이송해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pack ice를 빙수조의 폭 방향으로 이송할 수 있는 장치
나 방법을 고안해야하는데 현재의 설비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pack ice 유도용 Stick과 보조 전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대안으로 평가된다. 

 Fig. 8은 2m 두께의 평탄빙에서 25m 빙맥을 만드는 경우에 
시험 배치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빙맥을 만들기 위한 얼음의 
한 개의 ridge당 17m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 부분의 얼음을 모두 
빙맥에 설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구간은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험 결과의 반복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 특히 빙맥
을 두 개 설치하여 빙맥간의 거리를 좁히는 경우의 빙맥 통과 시
험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 빙맥 생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된다. 

기하학적으로 빙맥을 생성한 후에는 consolidated layer를 만
들기 위해 다시 온도를 떨어트려 얼음을 생성하면 모형시험용 빙
맥이 완성된다.

  

 Fig. 8 Example of Ice ridge test arrangement at MOERI

2.4 모형 빙맥의 형상 및 역학적 특성 계측
    모형 빙맥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 실해역의 형상과 역학적 

특성(mechanical property)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
험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Fig. 9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ice ridge shape  



Fig. 9는 Richard (1998)등이 제시한 빙맥 형상 계측의 한 방
법을 개략적으로 그린 것으로 DART (Digital Acoustic Radar 
Transceiver)이다. 수면하 전차에 음파의 송신 및 수신기를 모두 
물속의 전차에 설치하고 송신기에서 보내진 음파신호가 모형 얼
음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수신기에서 받아 거리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빙맥의 형상을 계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Kim 등(2010)등이 제안한 모형빙의 두께를 계
측하는 장치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장비의 설치
와 함께 구비되어야하는 것은 정보 처리 프로그램(data 
acquisition and process system)으로 음파를 받아서 기하학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능할 것이다. 음파 송수신기는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제안한다. 모형선의 
좌우에 두 개의 장치를 설치하면 두께 계측 장치의 경우에도 좌/
우현의 모형빙 두께를 한꺼번에 계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Fig. 
10는 DART에 의한 계측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MOERI 빙수조
전용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Fig. 10 Photo of measuring ice profile using DART at IOT 

Fig. 11은 Punch Shear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imco 등은(1997) 빙맥의 부력에 의한 유체정역학적 압력
(hydrostatic pressure, ) 은 식(4)와 같다. 

   ∙   ∙ ∙                      (4)

Mohr-Coulomb의 방법에 따른 빙맥의 전단강도(shear stress)
는 식 (5)와 같다.

 ∙                                 (5)

또한 빙맥의 총 전단력(Gross shear stress, )를 식 (6)와 
같이 표현하였다. 

 


  ∙ 


∙    

        (6)

여기서, 
T : Total vertical punch force, : Internal friction angle
c : Cohesion,  : Keel Depth
 
위에서 빙맥의 기하학적 형상과 T를 알면 Shear stress()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형시험을 할 때의 목표로 하는 강
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Punch Shear test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에서 보이는 장비가 punch sheer 시험 장비이다. Punch Shear 
시험기는 Timco 등을(1997) 통해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지름 30cm의 원판 위에 사각형 구조의 센서 프레임을 달고 4개
의 센서를 달아 힘을 구하는 장비이다. 

  Fig. 11 Photo of Punch Shear test at IOT

Punch Shear 시험기도 계측된 힘을 받아내고 분석하는 별도
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MOERI 빙해수조에서 이러한 시
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Punch Shear 시험기 혹은 이와 유사한 
장비의 제작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4 빙맥  통과시험
    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목표가 되는 평탄빙이 생성되고 

모형 빙맥이 운용 계획에 따라 생성되면 2.4절에 제안된 방법에 
따라 모형 빙맥의 형상과 강도를 확인하고 빙맥 통과시험을 수행
하게 된다. Fig. 12는 빙맥 통과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Fig. 12 Photo of Ice ridge test at IOT



빙맥 통과시험은 빙맥을 통과할 때 저항의 증가나 선속 저하
를 계측하기 위한 시험으로 제한된 엔진 출력에서 해역에 나타나
는 빙맥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이라 할 수 있다. 

3. 결 론
빙해수조에서 빙맥 통과 시험을 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실험 

장비와 프로그램, 모형빙의 사용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모
형 빙맥을 만드는 방법과 빙맥의 형상과 강도를 계측하기 위한 
장비 및 방법, 빙맥 통과 시험을 하기위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
였고, 최근 빙수조를 건조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
국해양연구원의 MOERI 빙수조에서 기존의 연구를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형 빙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탄빙 얼음 양을 산출하는 
방법을 정리하였고, 최적 모형 빙맥 시험 방법에 대한 평탄빙 활
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 빙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
비와 장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모형 빙맥의 형상를 측
정할 수 있는 방안과 계측하는 시스템인 DART(Digital Acoustic 
Radar Transceiver)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역학적 특성을 알 기
위한 Punch shear test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
다. 

이상과 같이 빙맥 통과 시험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의 연
구 결과를 정리하였고, MOERI 빙수조에서는 위 연구 결과를 고
려하여 MOERI 고유의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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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착판의 용접 연결부 피로수명 추정에 대한 
임계거리법의 적용 

양박달치1✝, 송준규1(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1)

Application of the critical distance approaches to estimate fatigue life of weldments of plates with longitudinal 
attachments 

Park-Dal-Chi Yang✝, Joon-Kyu Song

(University of Ulsan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요약
본 논문은 임계거리법에 의한 종부착판 용접연결부의 피로수명 추정법에 대하여 다룬다. 노치응력법 
중의 하나인 임계거리법은 용접부의 피로한도 추정에 대해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임계거리법을 유한피로 수명추정으로 확장 적용하기 위하여 임계거리가 피로 수명
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실험결과로부터 도출한 임계거리 식을 사용한다. 또한 이 방법은 
고 사이클의 피로한도뿐만 아니라 중간 사이클의 피로 수명을 평가한다. 용접 비드의 실제 형상을 해
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부적인 유한 요소 모델링에 기존의 임계거리법의 체적법을 이용하여 피로수
명를 추정하였다. 종부착판을 가지는 2종류의 모델에 대한 피로시험에 대하여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피로수명 추정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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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선박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의 용접 연결부에서 피로강
도 평가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는 용접부의 열 영
향으로 인한 재질의 변화와 잔류 응력이 내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접부는 기학학적 형상의 불연속과 불
균일성으로 인해 응력집중 효과의 영향으로 강도상의 취
약부가 된다. 따라서 실제 용접 연결부의 형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해석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
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기존의 용접부에 대한 피로강
도 평가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용접연결의 종류와 하중의 방향에 따라 여
러 등급으로 나누어 S-N곡선을 적용하는 공칭응력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균열발생 위치(Hot spot)에서의 
응력을 구하고, 통합 S-N선도를 적용하여 피로 수명을 
얻는 핫스팟 구조응력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용
접 비드부의 자세한 국부 형상을 고려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Radaj et al. 2006). 마지막으로는 노치부근의 급격
한 응력구배를 고려하여 일정영역에서의 평균응력이 피로
강도에 관련이 있다는 가설 하에 유효피로응력을 피로 기
준응력으로 사용하는 노치응력법이 있다(Radaj 2006, 
Taylor et al. 2002). 용접부의 불균일성은 잘 관리되는 
공정에서 조차 용접선을 따라 불규칙하게 변한다. 현재 
대부분의 노치응력법에 대한 연구는 이상화된 비드의 형
상을 가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한 용접부의 실제 
비드 형상을 고려한 국부적인 해석모델을 생성하는 과정
을 도입하고 임계거리법의 체적법을 이용하여 피로강도 
및 수명추정에 수행하였다.(Yang & Park, 2009). 이를 
토대로 종부착판이 판의 중앙과 옆면에 부착된 두 종류의 
시편에 적용하였다. 이 모델들을 노치응력법 중의 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임계거리법인 체적법과 변동임계거리법
을 적용하였다(Susmel & Taylor, 2007). 이 모델들에 대
한 피로 시험을 통해 얻어진 피로 파괴 수명을 비교하여 
실제 비드 형상을 고려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2. 노치응력법
용접 연결부의 토우부 근처는 기하학적인 불연속으로 

인해 탄성응력 크게 증가한다. 노치응력법에 의한 피로강
도(fatigue strength)는 최대응력보다 작은 크기인 유효피
로응력 에 의해 정의되며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낸다. 

 σ σ                                     (1)

여기에서 은 공칭응력의 진폭이고 는 노치피로계
수(Fatigue notch factor)이다. 용접부에 대한 유효노치응
력 는 최대응력점 주위의 응력장에 대한 평균응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Radaj 2006). 이들 중 임계거리법은 실제 불규칙적
인 노치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노치가 있
는 부재에 대한 피로한도를 평가하기 위해 Nebuer, 
Peterson에 의해 제안 된 바있다(Radaj et al. 2006). 
Nebuer는 노치 부근의 선형 탄성 최대응력점에서 주응력
과 수직한 방향으로 특정거리의 선상에서의 평균응력을 
이용하여 유효피로응력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선응력법
(Line method)라 부른다. 그 후, Peterson은 Nebuer의 
방법을 확장하여 핫스팟 위치에서 특정거리 떨어진 점의 
응력을 기준응력으로 피로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는데 이를 점응력(Point method)이라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노치부근 일정영역내의 평균응력을 기
준으로하는 임계거리법의 체적법을 적용한다. 노치가 있
는 부재가 반복하중을 받는 경우 균열이 발생되는 부위에
서 짧은 균열과 유사한 거동을 한다는 가정을 적용한 El 
Haddad et al.(1980)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
에서는 응력 집중부 임계영역 안에서의 응력에 기초한 파
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임계거리 의 값을 재료의 
균열 발생조건인 응력강도계수범위의 한계치(Threshold 
value) 와 재료의 피로한도 σ 로 표시한 다음 
식을 사용한다. 

π σ
                           (2)

이 식에 의한 임계거리 는 노치의 형상과는 무관한 
재료의 특성치이다.

이 이론을 적용한 체적법은 균열전단부의 탄성응력장
에 대하여 반경 를 가지는 반구 내에서의 평균응력을 
유효피로 응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임계영역의 반경

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σ
                    (3)

 (2)식과(3)식으로 부터 임계반경 와 임계거리 의 
관계, 즉 를 얻을 수 있다. 식(2)의 임계
거리에 의한 유효피로 응력을 피로한도에 적용되는 것이
고, 보다 높은 응력에 대한 유효피로수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짧은 균열이 있을 경우 정적하중에 
대한 파단조건은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서 는  재료의 평면 변혈율 임계응력강도계수 이고 
는 이에 대한 응력값으로서 통상 극한강도를 나타낸다. 

π σ
                           (4)

(2)식과 (4)식을 중간 영역의 응력에 대한 임계거리
은 유한피로수명에 대응되는 것으로 와 까지

로 부터 변화하는 값으로 볼 수 있다. 임계거리 
은 반복횟수 의 함수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usmel et al, 2007)이 제안한 다음 관계식에 의해 

 결정한다.

    
                                (5)

이 식에서 A, B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재료 상수이
다. (5)식의 변동임계거리(Variable Critical distance)를 
이용한 유한피로수명추정은 시행착오법을 적용한다. 
우선, 처음에 적용하는 피로파괴 사이클의 값()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임계거리를   를 (5)식
에 의해 구한다. 노치 부근에서  떨어진 거리에
서의 응력크기  얻을 수 있고, S-N curve를 통해 
피로 파괴 수명을 얻는다.

    

                            (6)

 
 여기서 는 노치가 없는 시편에 대한 피로한도와 
는 그에 대응하는 피로수명이다. 또한 는 S-N곡
선의 역기울기이다. 만약,  과  같지 않다면, 
다시 위의 절차를 통해 재계산되며,  와 가 수
렴할 때 까지 이 과정을 반복 한다. 

3. 피로시험 모델과 응력해석
본 연구의 피로시험모델은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판 중앙의 양면에 종 방향의 거셋판이 부착된 판(LF모델)
과 판의 옆면에 거셋판이 부착된 판(GF모델)으로 판 두
께는 모두 10mm이다. 시편의 재료는 선박용 연강을 사
용하여 각각 17개, 15개의 모델을 제작하고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 Geometry of the specimens (LF,GF models)

  

              
본 연구에서 피로시험은 하중속도  ∼ , 하중

비는  로 수행하였다.
LF모델 17개 시편 중에서 LF10 ~ LF17에 대해서는 

피로한도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델 LF13,14,15,와 17의 4
개 시편은 피로 수명이 × 를 넘었고 그 중 
LF-13,14 시편은 파단이 발생하지 않아 실험을 정지하였
다. 피로한도 추정은 5MPa 응력 단위에 대한 단계시험법
을 적용하였다.

GF모델에 대해서는 GF03의 경우 피로 수명이 
× 를 넘어 파단이 발생하지 않아 실험을 정지
하였다. 이 시편들에 대한 피로한도 시험도 단계시험법을 
적용하였다.

Fig. 2에서는 제작된 시편의 실제 용접비드의 형상을 



Fig. 4 Fatigue experimental results of longitudinally 
attached plates and fatigue effective stress with 
estimated fatigue life by the volume method 
(LF-model)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차원의 복잡한 형상을 지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세밀한 형상이 피로 거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용접부 비드의 실제 형상 모델링은 그 복
잡성과 데이터 처리의 어려움으로 중요성에 비해 실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3-D 스캐너를 사
용하여 용접 비드부의 곡면 데이터를 구하고 이로부터 용
접부의 실제 형상을 고려한 응력해석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발하였다.(Yang et al, 2009) 

 Fig. 2 Detail of the specimen and bead 
shape for the LF-model and GF-model

노치피로계수 산정에는 매우 세분화된 유한요소의 분
할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각각의 솔리드로 분
할하고 국부적인 요소분할 방법으로 응력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3(a)는 판 중앙의 양면에 종 방향 거셋판이 부
착된 판 모델의 1/4형상 이다. 왼쪽의 그림은 실제 용접
부 근처의 요소분할을 세분화하고 인접한 영역은 점차로 
요소크기를 증가시켜 요소분할을 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이 모델의 응력해석 결과이다. Fig. 3(b)는 측면에 거셋
판이 부착된 판의 모델로 이 역시 1/4모델의 요소분할 
결과를 보였다.

Fig. 3 Results of FE modelling for the plate 
specimens with longitudinal attachments (a) at the 
both faces and (b) ath the side-edges of the 
plate.

4. 유효피로 응력과 피로수명 추정
각 시험 모델을 대상으로 비드부의 형상을 포함하는 

상세 요소분할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응력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용접 토우선상의 각 절점에 대해 
적분영역 안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유효피로응력
을 계산하였다. (5)식의 상수 A, B와 (6)식의 
 ×

 그리고  를 사용하여 
임계거리  와 피로수명을 추정하였다.

Fig. 4, 5은 LF모델과 GF모델의 시험결과와 유효피로
노치응력을 시험결과의 피로수명과 추정피로수명을 각각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림에서는 평균곡선인 S-N곡선과 
분산폭 95%의 상한곡선( )과 하한곡선(

)을 보이고 있다. Fig. 4의 LF모델에 대해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산 결과들의 유효피로응력에 대한 산포도가 

σ 으로 공칭응력의 산포도 1.72에 비해 
24.4%  감소한 것을 보이고 있다. Fig. 5에서는 유효피
로응력에 대한 산포도가 σ 으로 공칭응력의 
산포도 1.69에 비해 18.9%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은 용접비드의 실제형상을 제외하고 모든 
치수가 동일한 시편을 사용한 것이지만 실제 비드형상을 
고려한 결과 각각의 시편에 따라 노치피로계수가 달라진
다. 이를 체적법에 의한 유효피로응력과 변동임계거리를 
이용한 피로수명추정을 통해 얻어진 산포폭이 공칭응력에 
의한 산포폭 보다 감소한 것은 실제 비드 형상을 고려한 
효과로 볼 수 있다. Fig. 6은 변동임계거리법을 이용한 
추정된 수명과 시험을 통해 얻어진 피로수명을 비교한 결
과 상한곡선( )과 하한곡선( )사이
에 LF모델과 GF모델 모두 분포한 결과를 얻었다. 95%신
뢰구간 내에 대부분은 포함되고 나머지 몇 개는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6 Comparison of fatigue life between the 
experiments and the estimation by variable critical 
distance

 

Fig. 5 Fatigue experimental results of longitudinally
attached plates and fatigue effective stress with 
estimated fatigue life by the volume method 
(GF-model)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부응력법의 임계거리법에 대하여 변
동임계거리를 이용하여 용접연결부의 피로수명산정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 방향 거셋판이 부착된 두 가지 종류의 시험 모델의 
용접 연결부에 대하여 실제 비드 형상을 3D 스캐너로  
형상정보를 획득하고 응력해석모델을 생성하는 절차를 고
안하였다. 용접 비드부의 실제 형상을 고려한 응력해석 
결과로부터 노치응력법의 체적법을 적용하여 유효피로응
력을 산정하였다. 이에 변동임계거리법을 이용한 피로수
명을 추정한 결과를 유효피로응력에 적용하여 LF모델과 
GF모델의 피로수며에 대한 산포도는 공칭응력에 의한 산
포도보다 각각 24.4%, 18.9%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로부터 실제비드형상을 고려하고 변동이계거리를 적
용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시험의 피로수명과 추정된 피로
수명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의 대부분은 95%신
뢰구간 내에 속하므로 이것은 추정된 피로수명이 높은 정
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용접모델에 대하여 적용하고 변동임
계거리 계수 A, B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피로수명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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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십자형 용접연결부의 피로수명을 국부응력법의 점응력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일축 피로하중 하의 십자형 연결구조의 비드 형상에 대한 세부 유한요소 해석 결과인 3차원 응력분포의 다축성을 
고려하여 수정S-N곡선법을 적용하여 피로수명을 추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유효피로응력의 산정은 임계거리법
의 점응력법을 사용하였다. 용접 비드의 실제 형상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하여 형상 모델
을 구하고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십자형 연결 강구조 모델에 대한 피
로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피로수명 추정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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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연결부는 연결부 형상의 기학학

적 복잡성으로 인한 고유의 다축응력(inherent multi-axiality)이 
작용하거나 외력의 중첩으로 인한 외적 다축응력(external 
multi-axiality)을 경험하게 된다. Gough(1949) 이후로 다축 피
로 하중을 받는 부재들의 피로거동과 이를 고려한 설계방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다축 피로 하중을 경험하는 
부재들의 피로강도 추정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므로 이에 관
한 연구의 대부분은 단축하중 상태에서의 응력을 등가응력의 개
념으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처럼 종
전에 발표된 다축 하중 피로강도에 관한 연구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져 사용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일반화되고 사용이 편리한 방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개발된 많은 상업 유한요소 프로그램들은 부재들에 
대한 응력-변형률(stress/strain)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
에, 이를 활용한 피로 강도 평가 방법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수
정 S-N 곡선법 역시 선형응력해석 결과를 이용하는 후처리 기
법의 하나로 균열의 발생과 초기 거동이 최대 전단응력이 작용
하는 임계 평면(critical plane)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Brown and Miller,1973). 수정 S-N 곡선법은 공칭응력법, 
핫 스팟 응력법, 임계거리법 등과 결합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방법들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상화 된 비드부를 가
정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부재에서 용접 비드부의 크기, 형상과 
곡률반경 등은 공정에서 아무리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용접 토우선을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므로 앞서 언급된 방법들은 
응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용접 비드부를 고려한 
피로해석을 위하여 복잡한 비드부 형상에 대한 모델링과 응력해
석의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한 용접 접합부 피로평가 방법
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연결부의 실제 국부 형상에 의한 응력의  
다축성을 고려한 피로강도해석을 위하여 수정S-N곡선법을 십자
형 용접 연결부에 적용하였다. 십자형 용접 연결 시편을 제작하
고 피로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시편에 대한 3차원 용접비
드형상모델링과 국부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에 점응력법을 이용한 수정 S-N곡선법을 적용하여 임계평면의 
위치와 최대전단응력, 피로수명을 계산하였다. 이를 피로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 비드형상을 고려한 효과가 피로강도평가
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정 S-N 곡선법
(Modified S-N curve method, MSM)

수정 S-N 법은 최대 전단응력범위 ()가 작용하는 평면
(임계평면)에서 피로손상이 최대가 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다

축응력을 받는 부재의 피로수명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임
계평면상의 법선응력의 영향을 고려하는 피로손상기준을 적용한
다(Susmel and Lazzarin,2002). 특히, 용접 구조의 피로강도 추
정에서는 임계평면에서의 최대전단응력 범위와 법선응력 범위의 
비를 식 (1)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두 응력의 복합효과를 고려하
여 적용한 바 있다. 

                             
  (1)

여기에서 은 임계평면에 대한 법선응력범위이다. 위 식
의 응력비는 비례하지 않는 하중(non-proportional loading)의 
영향에는 민감하지만 피로하중과 중첩되어 작용하는 정적응력
(static stress)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도록 정의하였다. 수정 
S-N 곡선법의 기본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피로수명 
(cycles)와 전단응력범위를 두 축으로 하는 log-log S-N 곡
선을 그려보면, (1)의 식으로 결정되는 응력비 에 따라 각각 
다른 피로손상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smel and 
Tovo,2002).

Fig. 1 Modified S-N curve diagram
  

Fig.1을 살펴보면 응력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수
정 S-N 곡선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수정 S-N 곡선들은 의 값에 따라 각각 다른 역기울기
(inverse slope)와 피로한도를 가지게 되므로, 와  , 와 
의 관계는 식(2),(3)과 같이 를 변수로 하는 간단한 선형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2)   

 (3)

 여기서,  와   는 각각 수정 S-N곡선의 역
기울기와 참조전단응력범위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참조 사이클 
수( )를 본 연구에서는 ×cycles로 가정하였다. a와 b, 



   




   





   ∙  

  ∙

와는 모두 재료상수로 적절한 실험을 통해 구해야하는 값이
며, 두 개 이상의 다른 값에 관하여 그려진 피로곡선을 보정
하여 구할 수 있다(Susmel and Taylor, 2003).

용접 부재에 수정 S-N곡선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Eurocode3
에서는 피로곡선으로 일축하중(=1)의 경우 FAT125, 비틈
하중(=0)의 경우 FAT80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재료상수 a,b,를 구하면 식(2)과 (3)는 다음과 같
이 수정될 수 있다.

                (4)
     (5)

한편, 와 에 의해 S-N곡선의 형태가 정해지면 부
재의 피로수명은 다음과 같은 식(6)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6)

다축응력상태에 놓이는 용접연결부의 피로수명추정이 임계거
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점응력법(point method)이 적당하다
(Susmel, 2008).

점응력법을 수정 S-N곡선에 적용시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
치각의 이등분선을 따라 임계거리 떨어진 위치에서의 탄성응력
을 이용한다. 여기서 임계거리는 점응력의 결과가 다축응력하의 
임계거리,은 재료의 기하학적 형상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값으로, Susmel (2008)은 용접 강구조의 경우 0.5mm로 제안한 
바 있다. 

Fig. 2 Use of the MWCM applied along with the 
PM to estimate fatigue damage in welded joints.

Fig.2 에서는 수정 S-N 곡선법을 이용한 용접 연결부의 피로
수명을 추정하는 과정을 도시하였다.

3. 피로시험 모델과 응력해석
본 연구의 피로시험모델은 횡 보강판이 모재의 양면에 부착

된 십자형 연결모델이다(Fig.2). 본 연구에서는 2개 계열의 십자
형 용접실험모델을 각각 17개씩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Geometry of cruciform joint model

 각각의 용접모델은 치수와 재료, 용접방법이 모두 동일하게 제
작되었으나 제작당시의 환경조건에 따라서 용접 비드부의 형상
이 국부적으로 다르게 생성되었으므로, 비드의 형상에 의한 다
축응력의 차이가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시편의 용접은 FCAW로 수행하였으며 비드는 1회 용접으로 생
성하였다. 시편의 재료는 선박용 연강이며, 재료에 대한 인장시
험 결과는 항복응력 275MPa이고 인장강도는 435MPa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속도 ∼  , 하중비  으로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각 시험모델에 대한 피로수명을 얻었다. 
피로시험은 대부분 시편이 완전 파단될 때까지 수행하였고, 피
로수명은 전통균열 생성시 까지로 하였다.

용접부의 실제 형상을 고려한 응력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용접비드부의 실제 형상을 얻은 후, 용
접 비드부의 곡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용하였다 
(Yang & Park 2009).



Fig. 4  Shape modelling by using 3-D scanner 
and FE modelling for the 1/4 cruciform specimen

Fig.4에서는 완성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보이고 있으며, 모
델의 유한요소 분할정도는 토우부에서  (0.5mm) 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응력장을 얻기 위해서 모델의 토우부 근처에 
위치한 요소의 크기는 그 보다 작은 0.2mm로 생성하였다. 

4. 피로 응력 해석과 피로수명
피로시험 모델들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비드 토우

부 방향을 따라가면서 노치 각 이등분선에서 임계거리 떨어진 
위치에서 응력으로부터 임계평면을 구하고 그에 대한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를 계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임계평면을 찾은 후 피
로수명을 계산하였다.

Fig. 5 Fatigu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ruciform
weldment and the result of predicted fatigue 
life-time
 

Fig.5의 아래쪽에 그려진 곡선은 각 시험모델에 작용시킨 공
칭응력과 피로수명에 대한 시험결과와 이에 대한 S-N곡선
(   )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모델의 유한요소결과를 
토대로 얻은 최대전단응력 피로수명 추정결과와 이에 대한 S-N
곡선(  )을 함께 나타내었다. 각 곡선에 대한 신뢰수준 
95%의 상한곡선 ( )과 하한곡선 ( ) 을 살
펴보면 수정 S-N 곡선법에 의해 추정된 산포도가 

σ 으로 공칭응력 S-N곡선의 산포도 
σ 에 비해 25.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수정 S-N곡선의 산포폭이 공칭응력 S-N곡선의 
산포폭 보다 감소한 것은 시험 시편의 실제 비드 형상에서 기인
한 다축하중의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Fig. 6 Comarison of the predicted fatigue life-time 
with the experiments of the as-welded cruciform in 
tension (R=0)

 계산을 통해 얻게 된 피로수명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피로수명()과 수정 S-N곡선법으로 계산한 피로수명
()을 비교해보았다. Fig.5를 살펴보면 계산을 통해 추정한 피
로수명의 결과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95%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정 S-N 곡선법을 이용하여 십자형 용접 연

결부의 비드형상을 고려한 피로수명추정을 수행하였다. 비드 형
상을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생성하고 피로 균열 발생 부
위에서의 응력장을 구하는 피로해석 후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유한요소 결과를 이용하여 얻은 수정 S-N곡선은 공칭응



력으로 나타낸 S-N곡선에 비하여 피로곡선의 산포폭이 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S-N곡선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피로수명도 대다수의 경우가 실험을 통한 피로수명과 
95%신뢰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로수명의 예측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점응력법을 도입한 
수정 S-N곡선법은 정해진 하나의 위치에서의 응력장만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대하여 조밀한 유한요소분할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시간을 확연히 감소시
킬 수 있었으며,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응력 성분들만
을 이용하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만족할만한 피로수명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시험모델에 위의 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용접 비드나 시편 자체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
축응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수정 S-N곡선법의 유효성을 밝히고, 
수정 S-N곡선에 대한 계수들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피로 수명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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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선박 건조 시 Shell Block Butt부에 발생하는 Longi. Knuckle 기준이 조선소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실적선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선주 성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어 탑재 단계에서 보강

재 설치 등의 추가 작업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Shell Longi. Knuckle각도에 따른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Shell Longi. End부 Knuckle 형상을 갖는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적선들의 설계자료

를 이용하여 Cargo Hold 구역 Double Bottom Shell Longi. End 부재 구조를 선택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 하였으

며, 실적선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간이 모델의 해석 결과를 선급 Rule 기준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Shell Longi. Knuckle에 대한 설계 기준을 해석 결과와 Longitudinal Bending & Twisting, Block 조

립 및 탑재 정도 등 현장 작업변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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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체 최외각의 3차원 곡면위에 Block 단위로 Arrange되는 
Shell Longi.는 배치 특성상 앞,뒤 Block의 경계조건과 Girth 
Length 차이로 인해 Block Butt.부에 Knuckle을 수반한다. 

이러한 현상은 Longi. 비틀림, Block 조립 및 탑재 정도 등의 
작업 변수에 따라 실제 현물은 설계 계산값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설계측면에서 Longi. Knuckle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으나 
조선소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실적선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선주 성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어 탑
재 단계에서 보강재 설치 등의 추가작업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Shell Longi. Knuckle 각도에 따른 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합리적
이고 타당성 있는 설계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Knuckle 형상을 갖는 Shell 구조물의 구조
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적선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Double Bottom 구역 Shell Longi. End부재 구조의 간이모델을 
생성한 후 구조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실적선 및 모델 형상 
본 연구에서는 당사 실적선인 82K와 37K Bulk Carrier 

Bottom Shell 구역을 선택하여 3-D 모델은 CATIA(V5R18)를 이
용 하였으며, Shell Longi. Knuckle부재의 구조를 검토하기 위해 
Knuckle 각도에 따른 Longi. Web Depth를 250, 300, 350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Kim J.H. 2007, Byun J.U. 
2008)  

 

 
 
 
 

 
 

 Fig. 1 3-D 모델 형상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Ship 
No. 

dw 
(mm)

Plate 
Thk.
(Net)

Longi. 
Size Material Span 

(mm) 
Space
(mm)

Case1 6061 250 13.5
250x90 
x 12/16 

HT32 2,460 845 

Case2 S046 300 18.0
300x90 

x 13/17 
Mild 2,260 840 

Case3 S046 350 14.0
350x100

x 12/17 
Mild 2,460 840 

 
       Shell Longi. Knuckle Angle(Θ ) :  1 ~ 4 degree 

Young's Modulus  :  E  =  206 kN/mm2 

Poisson’ s ratio :  υ  = 0.3 
Yield Stress(σ Y) :  Mild  :  235 N/mm2 

HT32 :  235 / k ,    k = 0.78  
 

 

3. 경계 조건  
간이 모델의 경계 조건은 Shell Plate X, Y ,Z 방향 변위 및 회

전에 대하여 구속하였다.  
 
 
 
 

 



 

 

 
 

Fig. 2 Boundary Condition 
 

4. 적용 하중 
하중은 Cargo Hold Bottom 구조물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Sea Pressure만을 고려하였으며, Dynamic 하중을 고려하여 
실적선의 Hull Scantling(Yielding) 적용하중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Table 2. Application Loads 

 Frame 
No 

Longi. 
No 

dw 
(mm) 

Pressure 
(kN/m2) 

Loading 
Condition 

Case 1 80 15 250 181 Homo / F2

Case 2 165 8 300 247 NB / H1 

Case 3 165 15 350 246 NB / H1 

 

 
Fig. 3 Application Loads 

 
 

5. 강도 기준 
Shell Longi. Knuckle 각도에 따른 응력 변화 추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나, 구조해석 결과와 선급에
서 요구하는 허용응력 기준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적선 자료
를 이용한 간이 구조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3. Permissible Stresses 

Member 

Type 
Stress Type 

Stress 

Values 

(N/mm2) 

Remark 

Longi. 

Member 

Nominal Local 

Bending 

Stress 

160 * f1 
f1 : Material 

Factor 

Mild  : 1.0 

AH32 : 1.28 

AH36 : 1.39 

Nominal Shear 

Stress 
90 * f1 

Combined Local 

Bending 

Stress 

235 * f1 

 
6. 해석 결과 

구조해석은 CATIA(V5R18) Analysis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
다. 해석 결과는 Table 4~6과 Fig.4, 6, 8에 나타내었다.  

Table 4~6의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dw가 250, 300, 350인 
모든 Case에서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Stress는 Knuckle 
Angle  2도와 3도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Table 4. Case1 구조해석 결과 

dW 
Knuckle
Angle 
(Θ) 

Von-mises 
Stress 
(N/mm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250

1 170.0 175.0 8.9 3.4 94.1 

2 174.0 178.0 15.7 11.3 91.3 

3 195.0 215.0 23.5 16.4 105.0 

4 201.0 217.0 19.0 12.4 101.0 

 
 



 

 

 
Fig. 4  250I.A Stress 

 
 

 
Fig. 5  Analysis Result of 250 I.A in Knuckle 2 degrees 

 
Table 5. Case2 구조해석 결과 

dW 
Knuckle 
Angle 
(Θ) 

Von-
mises 
Stress 
(N/mm

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300 

1 146.0 142.0 13.3 7.5 73.5 

2 153.0 152.0 17.3 7.1 74.8 

3 181.0 192.0 32.6 10.2 98.2 

4 186.0 199.0 30.1 13.3 101.0 

 

 
Fig. 6  300I.A Stress 
 

 
Fig. 7  Analysis Result of 300 I.A in Knuckle 3 degrees 

 
Table 6. Case3 구조해석 결과 

dW 
Knuckle
Angle 
(Θ) 

Von-
mises 
Stress 
(N/mm

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350

1 16.0 156.0 3.9 3.1 86.3 

2 161.0 158.0 18.5 4.0 82.7 

3 181.0 188.0 26.0 10.0 97.0 

4 182.0 198.0 26.7 16.4 97.9 

 



 

 

 
Fig. 8  350I.A Stress 

 

 
Fig. 9  Analysis Result of 350 I.A in Knuckle 2 

degrees 
 

7. 결론 
  Block Butt부 Shell Longi. Knuckle 부재의 각도 변화에 따

른 구조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해석결과 dw가 250, 300, 350인 모든 Case에서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Stress는 Knuckle각 2도와 3도 사이에서 Stress
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본 연구의 구조해석 결과와 선박 운항 중에 발생되는 구조
물의 피로강도, Longitudinal Bending & Twisting 등의 가공작
업, Block 조립 및 탑재 정도 등의 현장 작업변수를 고려할 때 
초기설계 단계에서 Shell Longi. 정의 시 Block Butt부 
Knuckle을 2도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
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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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BTH-1 을 적용한 리프팅 러그 설계 및 
강도해석 

 
서순기(TMS), 김경래(TMS), 엄성섭(TMS), 서용석(TMS) 

 
요 약 

 
본 논문은 선박 블록의 조립, 탑재, 반전 등에 사용되는 리프팅 러그의 설계 예에 대해 
기술한다. 리프팅 러그의 강도평가를 위해 ‘ ASME BTH-1-2008; Design of Below-the-
Hook Lifting Devices’ 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설계 된 리프팅 러그에 대하여 
MSC.Marc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을 적용하여 정적 하중 상태에서의 
한계 상태를 평가하였다. 해석은 재료 물성 및 리프팅 러그 홀과 핀 접촉 조건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리프팅 러그의 안전성 검토 및 변위-하중, 하중-변형률 
관계를 알기 위해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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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프팅 러그는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블록의 조립, 탑재, 반전

(turn over) 등에 사용되며,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소모된다. 따라서 원가 절감 및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중량감
소가 요구된다. 하지만 리프팅 러그가 파괴 되었을 때는 안전 및 
비용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리프팅 러그에 관한 안전기준은 FEM 1.001(1998)과 ASME 
BTH-1(2008)등에 제시되어 있다. 그 중 BTH-1(ASME, 2008) 
기준의 경우 2008년 개정되어 최근 관련 연구결과들을 반영하
고 있으며, 비교적 강도 평가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BTH-1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적용성을 검토
하였다. 

  
2. 리프팅 러그의 설계 

 
ASME BTH-1는 일반적인 리프팅 장비에 대하여 허용응력 기

반의 정적 하중 설계 기준에서 Design Category에 따른 안전율
을 제시하고 있다. Design Category A는 하중의 크기와 변화가 
예측 가능하고 사용환경이 비교적 가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
며, Design Category B는 하중의 크기 및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
고 사용환경이 가혹한 경우에 적용된다.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리프팅 러그는 충격, 면외 굽힘 등의 가혹한 조건등에서 사용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esign Category B를 적용하였다. 
Design Category B에 따라 리프팅 러그와 같은 연결 부재에는 
재료의 인장강도를 기반하여 3.6의 안전계수가 적용된다. 그리
고 피로 설계 관점에서 기대 수명에 따른 Service Class를 적용
하고 있으나, 반복 하중 횟수 2 만회 미만에 대해서는 Service 
Class 0가 적용되어 피로 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2.1 리프팅 러그 홀 부위의 강도 평가 

 
Duerr(2006)은 러그 판의 파손 모드를 아래 Fig. 1과 같이 정

의 하고 있으며, ASME BTH-1 역시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강도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 Tension in the net section 

 
 

 
(b) Splitting beyond the hole 

 

 
(c) Double plane shear 

 

 
(d) Dishing (Out of plane buckling) 

Fig. 1 Plate failure modes (Duerr, 2006) 
 
러그 홀과 핀 사이에 작용하는 지지응력(bearing stress)은 러

그 판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홀의 변형 
및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투영면적을 바탕으로 한 
지지응력이 허용응력 이하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러그 판의 핀 홀의 직경과 샤클 핀 직경의 차이가 클수록 러
그 판의 강도는 감소하며, 핀 홀의 직경이 핀 직경의 110% 이
상이 되면 강도 감소 계수(strength reduction factor)가 적용되어
야 한다. 

 
2.2 면외 방향 하중에 대한 강도 평가 

 
리프팅 러그의 설계 기준에서 면외 방향의 하중을 야기하는 

사용은 제한된다. 하지만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상 사용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브라켓을 통하여 강도를 보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면외 방향 15° 경사 하중 조건 에서 브라켓 및 러그 
판의 강도를 평가하였다. 

브라켓의 종단면과 브라켓·러그 판 횡단면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였으며, 면에 수직한 하중과 굽힘 하중의 조
합조건에서 수행하였다. 

 



 

 

 
Fig. 2 Lug bracket 

 
3. 리프팅 러그의 강도 해석 

리프팅 러그는 러그의 홀을 통해 핀으로부터 하중을 전달 받
기 때문에 강도 해석을 위해서는 접촉(contact), 국부적인 응력 
집중에 의한 재료의 소성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
게 접촉 및 재료의 경화 현상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 할 경우 
해석 결과의 평가에 있어 기존 허용응력을 기반으로 한 방법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핀과 접촉 되는 부분과 홀 인근에서는 
국부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해 재료의 소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이
다. 만약 허용응력을 재료의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성범위를 인정해 주는지가 해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평
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하중 상태에서의 한계 상태(limit state)를 
예측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리프팅 설계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100톤 용량
의 A-type 러그를 설계하였으며, 강도 해석용 모델은 Fig. 3와 
같다. 

 
Fig. 3 Lifting lug and pin model 

 
러그 홀의 보강을 위해 부착되는 덧판은 가장자리에 필렛 용

접을 통해 주판에 접합되기 때문에 용접 비드 모델의 절점 공유
를 통해 주판과 연결하였다. 샤클의 핀 역시 변형체로 고려하였
으며, 리프팅 러그와의 접촉 조건을 적용하였다. 접촉 조건에서 

마찰은 고려하지 않았다. 
러그 판과 용접 비드의 재료 물성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용접 

비드와 모재의 열영향부에서의 물성 변화는 해석에 반영하지 않
았다. 

  
4. 리프팅 러그의 강도 시험 

설계 된 리프팅 러그의 시험 모델을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수
행하였다.  

 

 
Fig. 4 Experimental test of lifting lug 

 
100톤 용량의 리프팅 러그에 대해 Fig. 4 와 같이 섀클과 연

결 후 하중을 가하였다. 섀클 및 연결 지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대 하중은 300톤 까지 적용하였다.  

 

 
Fig. 5 Permanent deformation of lifting lug 

 
Fig. 5 는 100톤 용량의 리프팅 러그에 300톤 하중을 가한 

후의 모습이다. 홀 부근에서 영구 변형이 발생하였으나, 파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5. 결 론 

ASME BTH-1을 적용하여 선박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리프
팅 러그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강도 시험을 통해 충분한 안
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설계 된 리프팅 러그를 기존 리프팅 러그
와 비교하였을 때 중량 감소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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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파 시나리오에 의한 멤브레인형 
단열구조의 슬로싱 강도 평가 

1 신형철(현대중공업), 2 이현호(현대중공업), 3 박태현(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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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멤브레인형 LNG 화물 탱크의 단열 구조에 대해, 규칙 운동 시나리오에 의
한 슬로싱 충격 강도 평가법을 제시한다. LNG 운반선의 화물 탱크 적재량 10%H 및 95%H
에 대해,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대체하면서 계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 운동 시나
리오를 제시하고, 두 방법에 대해 슬로싱 유동 및 충격 압력, 구조 응답 등을 비교하였다. 
  제안된 규칙 운동에 의한 슬로싱 충격 강도 해석은 기존의 불규칙 운동에 의한 결과와 유
사하고, 해석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성 평가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구조-
유체 연성 해석의 결과는 초기 입력으로 부여하는 유동 분포 및 속도와 더불어, 유동과 구
조물 강체 운동과의 상대 속도에 지배됨을 확인하였다. 
  새로 제안된 해석법이 기존 평가법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파 시
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슬로싱 강도 평가법이 실제 선박 건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예상된
다. 향후에는 규칙 운동 시나리오의 선정 방법을 개선하여, 적재량이 일정치 않은 LNG 화
물 탱크에 대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슬로싱 충격 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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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갖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화물창 내부의 액체 유동의 심한 움직임 (슬로싱)에 의한 충격 
하중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멤브
레인형 LNG 운반선의 개발에서 슬로싱 하중과 구조 응답에 대
한 평가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슬로싱 현상은 매우 
강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수준
에서 해석적 (analytic)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수
치계산도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모형시험을 통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형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도 비선형적 현상의 특
징으로 인하여 선형 중첩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오
랜 시간 동안 불규칙적인 화물창의 움직임을 가정하여 계측을 
수행하게 되고 방대한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가 필수적이다. 현
재 실험 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은 세계적
으로 많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실험 시설
들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모형시험을 통한 하중 평가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LNG 운반선의 화물창 및 선체의 설계 변경 등을 위해서
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하중 평가가 반영된 최적 설계를 
찾기 위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각 선급들에서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중반 이
후에 슬로싱 평가와 관련된 지침들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고 
최근 일부 개정된 내용들도 있다[ABS 2009, BV 2009, DNV 
2006, LR 2009]. 선급에 따른 슬로싱 평가법에는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최
근에는 대부분의 선급들이 큰 틀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하게 제시된 선급들의 평가 방법들이 훨씬 복
잡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서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이전의 평가법에 비해서 훨씬 많은 해상 조
건에서의 모형시험 또는 계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확률적인 평가법
을 도입하여 평가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사에서는 2003년부터 슬로싱 모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77k LNG 운반선에 대해서는 유체 하중 해석에서부터 구조 동
적 응답 해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

으며[Sung-Kil Nam et al 2006, Jungsin Che 2007], 이것이 현
재 당사의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단열재에 대한 슬로싱 강도 
평가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rk III 형 멤브레인형 LNG 단열 구조에 대해 
당사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불규칙 운동 기반의 슬로싱 강도 
평가 방법[신형철 등 2009]과 더불어, 규칙 운동 기반의 해석 
과정을 새로 제하여, 그 강도 평가 결과를 기존 방법과 비교한다. 

 
2. 기존 해석 방법 

 
기존의 슬로싱 충격 강도를 평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선박의 설계 수명에 대응하는 운항 해상 상태에 대

해 슬로싱 공진 주기의 파랑 주기와 선박 운동이 최대가 되는 파
랑 주기 및 파고를 기준으로 설계 해상 상태 선정. 

(2) 슬로싱 하중 분석 케이스 = 선박 선수각 × 적재 수준 × 
설계 해상 상태. 

(3) 시간 영역 슬로싱 현상의 구현(모형 시험 또는 수치 해석). 
3차원 불규칙 가진 - 슬로싱 모형 시험 또는 계산을 수행하며 
주요 부위의 압력 시간 이력 기록. 

(4) 슬로싱 충격 압력 피크에 대한 Weibull 회귀분석 수행. 단
기 응답 최대값 선정. 

(5) 단기응답의 슬로싱 충격 압력 피크를 유발한 특정 시나리
오 대해 3차원 구조-유체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 수행. Fig. 1, Fig. 2 참조 

(6) 시간 영역 해석 결과 중 가장 큰 구조 응답이 예측되는 슬
로싱 충격 발생 이벤트 선정. 정밀 국소 구조 해석으로 구조물의 
최대 응답 계산. 

(7) 최대 응답과 구조물 허용 강도 비교 분석.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상기 프로시저는 슬로싱 충격이라는 복

잡한 현상을 직접 해석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확률적인 엄
밀성이 부족(상기 절차 6단계)하여 설계 절차로 적용하기에 무리
가 따른다는 점도 존재한다.  

당사 및 타 연구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불규칙(irregular) 가진 



 

 

조건을 활용한 슬로싱 강도 평가법은 단기 응답의 최대값을 산
출하기 위해 선정한 다수의 해상 상태가 존재한다. 선체의 선수 
각, 적재 수준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최소 20개 이상의 시나
리오가 산출되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3차원 불규칙 모형 시
험 또는 3차원 실선 스케일 수치 해석을 장시간 수행해야 하는 
계산 부담이 따른다. 

 

 
Fig. 1 Import flow field from rigid tank model to local 

Low Chamfer FSI model (10%H, Irregular scenario, 

Sway-Roll motion dominant) 

 
Fig. 2 Import flow field from rigid tank model to local 

T.BHD Top FSI model (95%H, Irregular scenario, 

Surge-Pitch motion dominant) 

 
3. 새로 제안된 해석 방법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 가진 시나리오에 기

반한 슬로싱 해석 절차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소 충격 
하중에 대응하는 구조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격자를 
활용한 수치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화 된 슬로싱 시나
리오는 필수다. 이를 위한 연구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창의 불규칙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은 

여러 종류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의한 슬로싱 현상의 하나로 표
현할 수 있다. 

(2) 슬로싱 구조 강도에 중요한 인자는 벽면에 작용하는 압력
의 순간 최대 크기로 평가하여 규칙 운동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첫 번째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의미 있는 슬로싱 충격 압력

의 경우 불규칙 응답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연적인 현상이 기여
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규칙적인 운동 응답에 의한 반복적인 
현상이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많은 종류의 운동 응답 주기와 진폭에 대한 평
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가정의 경우에는, 구조 응답에서 중요한 인자로 순간 
최대 압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기
되고 있으므로, 보다 나은 평가 인자가 도출된다면 그 인자를 사
용할 수도 있다 

 
규칙(regular) 가진 기반 슬로싱 하중 분석 프로시저를 개발하

고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슬로싱 하중 분석 절차를 고안하
였다. 

 
(1) 2차원 해석으로 surge, pitch의 종 방향과 sway, roll의 횡 

방향에 대한 가진 주기, 진폭 별 슬로싱 충격 압력 지도를 구한
다. 

(2) 주어진 규칙 가진 조건(가진 진폭,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가진 조건을 선정한다. 

(3) 선정된 가진 조건을 유발하는 설계 파랑을 기준으로 각각
의 규칙 6자유도 선체 운동을 산출한다. 

(4) 3차원 구조-유체 연성 해석을 수행하고 최대 슬로싱 충격 
하중이 유발되는 조건과 이에 대한 구조 응답을 산출한다. 

(5) 최대 응답을 구조 허용 강도와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아이디어에 바탕 하여 6자유도 선박 운동 

중 슬로싱 현상에 주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4자유도 
(Surge, Sway, Roll, Pitch)에 대한 공진 모드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규칙 가진 슬로싱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부
위에서 계산된 슬로싱 충격 하중은 기존의 불규칙 가진 방법으
로 산출된 충격 하중과 구조 응답 관점에서 비교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동일한 선박(당사 건조 177k LNG 운반선)에 대한 
계산을 수행했다. 

 

Fig. 3 Typical example of the two-dimensional sloshing 
simulation for screening the natural sloshing period 



 

 

 

 

Fig. 4 Example of the sloshing load contour from 2D 

screening simulations (Filling level 10%, roll) 

 

 

Fig. 5 Example of the sloshing load contour from the 

2D screening simulation (Filling level 95%, pitch) 

 

Fig. 4와 Fig. 5는 적재 높이 10%H 및 95%H에 대해서 등가
의 발생 확률을 가지는 해상 상태 선을 따라서 슬로싱 압력의 최
대치를 나타낸 것이다. 10%H의 경우에 횡 동요에 대해 해상 상
태와 슬로싱 최대 압력을 추적해보면 주기 11초일 때 횡 동요 
10도, 12초일 때 40도 또는 14초 일 때 35도와 같은 규칙파 가
진 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Fig. 4의 화살표 참조). 본 연구에서는 
12초일 때 40도에 대한 규칙파 기반 슬로싱 강도 평가 수행하였
다. 95%H의 경우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규칙파를 선정하면 9초
일 때 종 동요 6도, 11초일 때 8 도를 (Fig. 5의 화살표 참조)를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초일 때 6도에 대한 규칙파 기
반 슬로싱 강도 평가 수행하였다. 

 
4. 슬로싱 강도 평가 결과 비교 

 
적재량 10%H인 경우, 화물 탱크의 운동 시나리오를 비교하

여 보면, 규칙파 시나리오의 변위가 불규칙파 시나리오의 변위
보다 크다. 시나리오만으로 판단하면, 규칙파에 의한 충격 응답

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Fig. 6 참조). 물론, 운동 진폭
이 크다고 반드시 큰 충격 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주기에서 진폭이 커질 경우 오히려 충격 압력이 작아지기도 하
므로, 구조-유체 연성 해석을 수행하여 응답을 확인하여야 한다. 

강체 슬로싱 해석 결과를 초기값으로 입력한 구조-유체 연성 
해석 결과, 규칙 운동 시나리오와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의 최대값은 30% 이내의 차이이다. 
하지만, 압력의 시간 이력은 정성적인 경향이 다르다(Fig. 7 참
조). 규칙파 시나리오에 의한 충격 압력은 한 번의 상승과 하강 
형태를 보이지만, 불규칙 시나리오에 의한 응답은 두 번 이상의 
상승과 하강 형태를 보이고 최대값이나 형상이 각각 다르게 나
타난다. 이는 불규칙 시나리오에 의해 생성된 유동이 시간적, 공
간적으로 불규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및 불규칙 시나리
오에 대한 압력의 시공간 분포가 구조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할 필요가 있다. 

적재량 95%H인 경우, 화물 탱크의 운동 시나리오를 비교하
여 보면, 피치 운동은 규칙 시나리오가 대체로 크지만, 전후 동
요(surge)는 불규칙파 시나리오의 변위가 규칙파의 변위보다 크
다. 시나리오만으로 예상하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한 충격 응답
이 더 클지 예상하기 어렵다. 

강체 슬로싱 해석 결과를 초기값으로 입력한 구조-유체 연성 
해석 결과, 불규칙 시나리오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
의 최대값이 규칙 시나리오에 의한 값보다 2배 이상 크다(Fig. 
11 참조). 압력의 시간 이력 형상도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에 의
한 것이 더 연속적이다. 

규칙 운동 시나리오에서는, 유체 운동 방향 아래쪽, 탱크 운
동 방향도 아래쪽이다. 탱크의 운동 속도가 유체의 운동 속도보
다 빠르기 때문에 충격 현상은 발생하지만 그 강도가 상대적으
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에서는 탱크 운동 
방향 아래쪽, 유체 운동 방향은 위쪽이므로 탱크와 유체의 상대 
속도가 규칙 운동 시나리오보다 빠르다. 유체 충격에 의한 구조 
응답은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의 경우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차이는 Fig. 12와 Fig.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위치(Lower Chamfer, T.BHD Top)와 해석 방법

(Regular, Irregular)에 따라, 최대 충격 응력 및 각 재료의 최대 
등가 응력을 Fig. 8, Fig. 9, Fig. 12 및 Fig. 13에 보이는 바와 같
이 비교하고,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규칙 응답 기반의 해석으로 선정된 설계 조건을 적용할 경우 
10%H 적재 조건의 경우는 기존의 해석 결과와 유사하거나 약
간 더 위험한 수준 (1.13~1.98 배)의 하중과 구조 응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95%H 적재 조건의 경우는 기존 해석 결과에 비해
서 아주 낮은 수준 (0.14~0.52 배)의 하중과 구조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10%H 적재 조건의 경우는 규칙 시나리오의 구조 응답과 불
규칙 시나리오의 응답은 정량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정성적으
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압력의 시간 이력(Fig. 7 참조)
은 정성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구조 응답은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나리오가 유동의 속도 및 분포 형
상, 유동과 선체의 강체 운동과의 상대 속도 등에 있어서 유사하
기 때문이다. 

95%H 적재 조건의 경우는 압력의 시간 이력(Fig. 11 참조)에
서 유추할 수 있는 충격량의 차이가 구조 응답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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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rregular vs. Regular motion scenarion (10%H) 

 

 

Fig. 7 Pressure time histories of FSI analysis (10%H) 

 

 
Fig. 8 Effective stress of Secondary Plywood element 

(10%H) 

 

 

Fig. 9 Effective stress of Hull element (10%H) 

 

이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나리오가 유동의 선체의 
강체 운동과의 상대 속도에 있어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Fig. 14 
참조). 유동의 속도 및 분포 형상이 유사하더라도, 구조에 미치
는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Fig.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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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rregular vs. Regular motion scenario (95%H) 

 

 

Fig. 11 Pressure time histories of FSI analysis(95%H) 

 

 

Fig.12 Effective stress of Secondary Plywood 

element (95%H) 

 

 

Fig. 13 Effective stress of Hull element (95%H) 



 

 

 

Table 1  Results summary – Maximum pressure and 

effective stress [Unit: MPa] 

 
*1: 재료의 허용 응력이나 최종 강도에 대해서는 각 연구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제시한 값과 당사에서 자
체적으로 조사한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제시하였다. 

 
(a) Irregular scenario 

 
(b) Regular scenario 

 
Fig. 14 Flow and structure motion of FSI analysis 

(95%H) 

 
(a) Irregular scenario 

 

(b) Regular scenario 

Fig. 15 Effective stress of hull - 95%H, T. BHD Top 

(same fringe level)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Mark III 형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의 구조 강도 평가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규칙 응답 기반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
여 슬로싱 충격 하중을 추정하였으며, 위험한 조건을 선정하여 
구조 응답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불규칙 응답 기반의 해
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적재량 10%H 조건에서는, 규칙 시나리오의 구조 응답과 

불규칙 시나리오의 응답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적재량 
95%H 조건에서는, 구조의 강체 운동과 유체의 상대 속도 측면
에서 규칙 시나리오가 기존의 불규칙 시나리오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 차이가 있다. 

 
(2) 구조-유체 연성 해석의 결과는, 초기 입력으로 부여하는 

유동 분포 및 속도와 더불어 선체 강체 운동과의 상대 속도에 지
배된다. 압력은 구조 응답과 상관 관계는 있지만, 정량적인 응답
을 예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규칙 운동 시나리오와 불규칙 운동 시나리오의 시간 그래

프를 비교하면, 주요 운동 성분과 응답의 상대적인 크기가 예측 
가능하다. 단, 슬로싱은 기본적으로 내부 액체의 고유 주기와 강
체 운동의 공진 현상이므로 이 조건에 맞는 규칙 시나리오를 선
정할 필요가 있다. 

구조 운동 

구조 운동 

유체 운동 

유체 운동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적재량이 일정치 않은 FLNG 화물 탱크의 

슬로싱 충격 강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향후 수행할 연구 목표로는 슬
로싱 강도 평가법에 대한 표준 결정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는 실선의 손상 사례에 대한 해석 결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보강 설계 안
을 도출하거나, 안전 한계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LNG FPSO, FSRU의 
설계 시에 화물창 구획 배치, 종 격벽 설치 등의 판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적용한 방법은 멤브레인형 형, 구(spherical) 형, SPB형 등 다양한 방
식의 저장 탱크 설계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95%H 적재 조건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0%H 적재 조건에서는 기존의 해석 결과와 유사한 정도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규칙 응답 기반의 평가법의 적용 가
능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위험 조건 선정 방법의 개선
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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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omposite Material for LNG Carrier
이창훈(부산대학교), 김성진(부산대학교), 신상범(현대중공업), 이제명(부산대학교)

Abstract

 조선산업계의 주요 관심 대상인 LNG 운반선의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게 때문
에 매년 상당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LNG 운반선 방열시스템 핵심재료 중의 
하나인 폴리우레탄폼에 대한 비교 분석결과를 실험적 관점에서 수행한다. 폴리우레탄폼은 유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RPUF)과 저밀
도 풀리우레탄폼(PUF)을 선정하였다. 상온 인장, 압축, 전단 실험 수행을 통하여 양 재료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폴리우레탄
폼이 가지는 이방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방향별 거동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평가 하였다. 획득한 재료 특성 데이터는 LNG 운반
선 방열시스템 설계 및 개선에 관련하여 강도평가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ype Test Direction Case No.

RPUF

Tensile
X 1

2
Z 3

4

Compressive
Y 5

6
Z

7
8
9

Shear
X

10
11
12

Z
13
14
15

PUF

Tensile
X

16
17
18

Z 19
20

Compressive
Y

21
22
23

Z
24
25
26

Shear
X

27
28
29

Z
30
31
31

1. 서 론
최근 LNG 운반선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천연가스를 운반

하는 극저온 탱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LNG 운반
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방열시스템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GTT社의 
MART-III 타입의 방열시스템을 대체할 국산 방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 조선3사와 한국가스공사(주)는 한국형 멤브레
인 방열 시스템인 KC-1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관련한 연
구로 화물창용 방열시스템 동적 성능평가에 관심을 둔 실험적 해
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노병재 2005, 이제명 
등 2005, Chun et al. 2008, Lee et al. 2006b). 이 연구와 더불
어 본 논문에서는 국산화 방열시스템에 들어갈 밀도가 낮은 PUF
와 MARK-III 타입에서의 RPUF를 비교하기 위해 UTM으로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특성 및 동적 강도에 대한 실험을 통한 국산화 
방열시스템에서의 재료의 성능분석 및 DATA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재료

이번연구에서 실험과 평가할 재료는 RPUF와 PUF이다. RPUF
는 GTT社에서 LNG 방열시스템 재료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료이며, Re-inforced Polyurethane Foam의 약자이다. 즉, 유
리섬유강화형 폴리우레탄폼을 뜻하며, PUF는 저밀도 풀리우레탄
폼을 말하며 현재 국산 방열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해 분석되어
지고 있는 재료이다. 두 재료의 차이점은 밀도 차이와 유리섬유
의 유무이며, 이 차이에 따라 이번 실험에서의 결과 DATA에 차
이가 발생했다. Table 1 은 두 재료의 밀도를 수치적으로 간단하
게 정리한 표이며, Fig 1은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시편의 그림이
다.

Table 1 Density of RPUF & PUF
Material Density
RPUF 122.3kg/m3
PUF 40kg/m3

Fig 1 Specimens for test

2.2 실험장비 

모든 실험은 만능시험기(UTM, Universal Test Machine, 
SHIMADZU, UH-1000KNI)를 사용했다. UTM은 최대 100ton의 
인장/압축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비이며, 다양한 변형률 속도에
서의 실험이 가능하다. 변형률은 레이져 신율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실험장비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실험을 위한 지그는 
인장실험의 경우 방향별로 시편의 형상이 틀리기 때문에 형상에 
맞게 각각 제작 되었으며, 전단지그는 직경 60mm의 시편에 대해
서 직경 24mm 의 봉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은 각 
실험을 위한 지그 사진들이다.

2.3 시나리오

 Table 2 Test scenario

-. X,Y 방향 :　PUF 제작시 발포방향에 대한 수평방향
-. Z 방향 :　PUF 제작시 발포방향에 대한 수평방향



Fig 2 Test equipment

Fig 3 Photography of zig for test
2.4 인장실험
 본 연구에서는 RPUF와 PUF재료에 대해서 상온에서의 인장 
거동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GTT社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Fig 1참조). Fig 4는 지그에 
시편을 세팅한 모습이다. 하중속도도 GTT社에서 규정하고 있는 
5mm/min의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Fig 4 Photography of tensile test

Fig 5,6은 방향별 RPUF와 PUF의 응력-변형률 커버의 비교한 
곡선을 나타낸다. 두 재료 모두 금속과 달리 소성변형 구간이 없
으며 취성이 나타난다. 두 재료에 대한 최대인장 강도비교는 
Table 3과 Fig 7에 나타나있으며, 밀도와 유리섬유의 유무의 차
이에 따라 강도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RPUF의 방향별 응력을 비교했을 경우 파단 응력는 PUF제작
시의 발포방향의 수직방향보다 횡방향에서 30%정도 크게 나타
나며 PUF의 경우에는 반대로 횡방향보다 수직방향에서 20%정
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X-direction tensile test result 
    of RPUF & PUF

        Fig. 6 Comparison of Z-direction tensile test result of  
        RPUF & PUF

      Table 3 Comparision RPUF & PUF of tensile stress
Material Direction Tensile stress

RPUF X 2.8MPa
Z 2MPa

PUF X 0.26MPa
Z 0.32MPa



Material Direction Compressive stress
RPUF Y 1.92MPa

Z 1.64MPa
PUF Y 0.2MPa

Z 0.31MPa

      Fig. 7 Comparison of tensile test result of PUF 
      according to direction

2.5 압축실험
Fig 8은 압축실험을 나타낸 그림이다. 시편모양은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0mm X 50mm X 50mm 시편을 사용하였다. 
Fig 9,10은 RPUF와 PUF의 압축 실험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은 시편이 강체화 되어 하중이 항복점을 
지나 어느정도 평행이 이루는 구간까지 진행하였다. 압축 강도에
서도 마찬가지로 인장에서와 같이 PUF보다 RPUF에서의 강도가 
훨씬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재료의 방향별 최대
하중을 비교했을 때도 인장에서와 같이 PUF제작시의 발포방향의 
수직방향보다 횡방향에서의 강도가 크게 나오며 PUF에서도 횡방
향보다 수직방향에 대한 최대압축 응력값이 미세하게 높게 나오
는 걸 확인할 수 있다.(Fig 11, Table 4참조)

Table 4 Comparision RPUF & PUF of compressive stress

Fig 8 Photography of compressive test

     Fig. 9 Comparison of Y-direction compressive test      
     result of RPUF & PUF

     Fig. 10 Comparison of Z-direction compressive test     
     result of RPUF & PUF

2.3 전단실험
Fig 12는 전단실험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직경 60mm, 두께 

12.7mm에 대한 시편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직경 24mm의 
봉으로 전단을 수행하였다. Fig 13,14은 RPUF 와 PUF의 결과값
을 힘-변위 곡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장, 압축실험과 동일
하게 RPUF와 PUF의 최대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Fig 13
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PUF도 방향별 강도가 미세하지만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각 재료별 방향별 수치적 최대전단 응력은 
Table 5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of compressive test result of PUF 
according to direction

Fig 12 Photography of shear test

  

      Fig. 13 Comparison of X-direction shear test result of 
      RPUF & PUF

  

      Fig. 14 Comparison of Z-direction shear test result  
      of RPUF & PUF

      Fig. 15 Comparison of shear test result of PUF       
 according to direction

Table 5 Comparision RPUF & PUF of shear stress
Material Direction Shear stress

RPUF X 1.1MPa
Z 0.8MPa

PUF X 0.18MPa
Z 0.2MPa



3. 결 론 및 향 후 계 획
 본 연구의 결과는 LNG운반선에서의 재료 국산화와 화물창 

안정성에서 볼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1. RPUF 와 PUF에 대해 상온에서 인장, 압축, 전단 실험이 수행
되었다. 모든 실험에서의 강도평가에서는 RPUF에서의 유리섬유
의 유무와 밀도차이로 인한 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두 재료 모두 방향별로 DATA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 의해 
모두 이방성 재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RPUF 와 PUF에 재료에 대해 상온에서 동적 
강도만 비교하여 실험했지만 차후 극저온 상에서의 실험 및 Dry 
drop test 와 Aging test 추가적으로 수행해 좀 더 깊이 재료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며, 수치해석적 연구까지 접목시켜 그 유용성
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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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III형 LNG선 CCS의 슬로싱 응답해석
이상갑, 조헌일, Hong-Anh, 김진경, 안지웅(한국해양대)

요 약

본 연구에서는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 하에서의 LS-DYNA 코드의 국부확대해석을 이용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였다. DSME 슬로싱 모형(1/50 축척)의 실험결과로부터 실선 크기로의 확장하여 슬로싱 
응답을 구하고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한 결과 CCS 각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들 중에는 
ABS(2006)가 제안한 슬로싱 충격하중 하에서의 CCS 각 부재들의 강도기준을 초과하였다. 슬로싱 모형실험의 결과로부터 실선
크기로 확장하는데 있어서의 신뢰성 있는 슬로싱 시뮬레이션 기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CCS의 각 부재
들의 강도기준도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체와 CCS와의 상대적인 충격속력만 어느 정도 실선 크기에 추정 가능하다
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부확대해석이 수면낙하 응답해석을 통하여 CCS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LNG에 대한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이 대형화 되고 있

고 LNG-FPSO, LNG RV 및 FSRU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LNG 화물창의 
대형화, 부분 적재, 황천 운항 등으로 인해 슬로싱(sloshing) 충
격하중을 고려한 LNG 화물창 단열구조(CCS; Cargo 
Containment System)의 설계 및 구조 안전성 평가(structural 
safety assessment)에 대한 기술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슬
로싱 내충격 응답해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LNG선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LS-DYNA 코드
(LSTC, 2009)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DSME 슬
로싱 탱크 모델을 실선 크기 슬로싱 탱크로 확장하여 슬로싱 내
충격 응답을 추정하고 CCS 국부확대해석(local zooming 
analysis)을 수행하였고, 수면낙하 응답해석의 응답과도 비교 검
토하여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2. 슬로싱 시뮬레이션
LNG 탱크의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 평

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슬로싱 탱크 모델을 실제 크기로 확
장하여 슬로싱 내충격 응답을 추정하고 CCS 국부확대해석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DSME에서 실시한 슬로싱 탱
크 실험 중 수심높이 30% 및 70%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30% 
수심높이 모델과 같이 얕은 물의 탱크 슬로싱 실험 시 2차원과 3
차원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2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3차원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국부확대해석은 수심깊이 70%
의 탱크모델 슬로싱 실험결과를 실선 크기로 확대하여 압력측정
지점 C7 위치에서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상세모델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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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o-view

(b) h/L = 0.3              (c) h/L = 0.7
Fig. 1 Configuration and dimension of 1/50 scale DSME 

sloshing tank model (unit: mm)

DSME 슬로싱 탱크 모델은 실선의 크기의 1/50 축척(scale)에 
해당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슬로싱 탱크 슬로싱 실험 모델(1/50 
축적), 1/10 축척 및 실선 크기 탱크 모델에 대하여 슬로싱 내충
격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각 축척비에 따른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모델의 압력계측 유한요소 크기는 
Fig. 2에서와 같이 각각 10.0, 50.0 및 200.0mm이다. 공기와 청
수는 Table 1의 Linear_Polynomial의 상태방정식(EOS)을 사용하
였다.

 
(a) 1/50 scale 3D one layer         (b) 1/10 scale 3D one layer

 

(c) Full scale 3D one layer            (d) 1/50 scale 3D full
Fig. 2 Configuration of F.E. mesh of 3D 1 layer and full tank model

 
Table 1 EOS_Linear_Polynomial of fluid model

item flesh water air
density(kg/m3) 1,000.000 1.225

C0 (Pa) 0 0
C1 (Pa) 2.002e9 0
C2 (Pa) 8.436e9 0
C3 (Pa) 8.010e9 0

C4 0.4394 0.4000
C5 1.3937 0.4000
C6 0 0

E0 (Pa)
30% 2.0566e5

2.500e5
70% 2.09634e5

V0 1 1

      
                    (pressure in compression)
        (pressure in tension)
   where,  
         E : unit of pressure
         E0 : initial internal energy per unit
             reference specific volume
         V0 : initial relative volume

2.1 30% filling level
1/50 축척 DSME 슬로싱 탱크의 수심높이 30%인 경우의 슬

로싱 내충격 응답해석을 3D one layer와 3D full 모델을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Figs. 3과 4에 각각 초기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의 두 모델과 슬로싱 실험의 2차원 유동거동을 비교하여 보여주
고 있다. 첫 번째 열은 실험결과를, 두 번째 열은 3D one layer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리고 세 번째 열은 3D full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3D full 모델의 시뮬
레이션 결과의 입체적인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 Fig. 6은 7점 
(C1∼C7)의 충격압력응답을 실험과 3D one layer 및 3D full 모
델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3D one layer 모델의 슬로
싱 응답해석 결과와 3D full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3D one 
layer 모델의 3D full 모델로의 확장성 가능성을 유추하고 하였다.

  

  

  

  

  
(a) Experiment            (b) 3D 1 layer              (c) 3D full

Fig. 3 Configuration of 2D fluid sloshing behavior in 1/50 scale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in the beginning stage

 

  

  

  

  

  
(a) Experiment            (b) 3D 1 layer              (c) 3D full

Fig. 4 Configuration of 2D fluid sloshing behavior in 1/50 scale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in the middle stage

Fig. 5 Configuration of 3D fluid sloshing behavior in 1/50 
scale 3D full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a) Experiment                   (b) 3D 1 layer & full model

Fig. 6 Sloshing responses at C1~C7 in 1/50 scale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30% 수심 깊이의 DSME 탱크 슬로싱 실험의 동영상과 3D 
one layer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실험은 넓은 폭
으로 인하여 swirling 현상 등이 발생하므로 천장에 슬로싱 충격
하중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D one layer를 사용한 2D 슬로싱 내충격 응답과 3D 
full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수행하였
지만 3D full 모델의 상단 구석 부위와 폭의 중앙 면에서는 슬로
싱 유동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중앙면에서의 
거동은 3D one layer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실제 슬로싱 실험에서 나타나는 swirling 현상은 시뮬
레이션을 통해서는 구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D 
one layer 모델이 3D full 모델의 슬로싱 응답해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충격응답이 실험결과 보다는 다소 크게 컸고, 초기 슬로싱 유동
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는 비슷하였다.

Figs. 7과 8은 각각 1/10 축척 및 실선 크기 3D one layer 모
델의 슬로싱 자유수면 유동과 C1 및 C7에서의 충격응답의 결과
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각 축척에 따른 탱크치수에 따라 슬로
싱 동요(sway) 진폭은 각각 0.1m 및 1.0m로 하였고 탱크와 같은 
고유진동수를 갖도록 하였다.

 

 

 

  

 
(a) 1/10 scale               b) full scale

Fig. 7 Configuration of 2D fluid sloshing behavior in 1/10 and 
full scale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a) 1/10 scale                           (b) full scale

Fig. 8 Sloshing responses at C1 and C7 in 1/10 and full 
scale 3D one layer DSME tank model with 30% filling level

2.2 70% filling level
수심깊이 70%의 실선 크기 3D one layer 슬로싱 탱크 모델의 

슬로싱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심
깊이 30%의 경우에서와 같이 각 축척에 따른 탱크치수에 따라 
슬로싱 동요 진폭은 각각 0.02m, 0.1m 및 1.0m로 하였고 탱크
와 같은 고유진동수를 갖도록 하였다. Figs. 9와 10은 각각 1/50 
축척 및 실선 크기 3D one layer 모델의 슬로싱 자유수면 유동과 
C1 및 C7에서의 충격응답의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전반
적으로 실험결과의 슬로싱 유동과 충격압력 응답의 특징이 잘 일
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Experiment             (b) 1/50 scale              (c) full scale

Fig. 9 Configuration of 2D fluid sloshing behavior in 1/50 and 
full scale DSME tank model with 70% filling level

 

 



 
           (a) Experiment                    (b) 1/50 scale 3D one layer

 

 
 (c) 1/10 scale 3D one layer          (d) full scale 3D one layer

Fig. 10 Sloshing responses at C1 and C7 in DSME tank 
model with 70% filling level

Fig. 11은 Fig. 10(d)의 실선크기 3D one layer DSME 슬로싱 
탱크 모델의 내충격 응답 중 59.5 ∼ 65.8초 사이의 C7 점에서
의 충격압력 응답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고, Fig. 12는 유체 
ALE interface 부분을 추적하기 위하여 59.6 ∼ 60.1초 사이의 
2D 슬로싱 유체 유동을 속도벡터로 나타내었다. 현재 LS-DYNA 
코드의 Eulerian 또는 ALE interface 시간이력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가시적인 pre/postprocessor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매우 방대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  Fig. 13은 DSME 슬로싱 탱
크의 좌현 상단 구석 C7점에 CCS를 부착하고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슬로싱 응답에 따른 이 부분에서의 유체 ALE 들
의 시간이력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수행한 많은 ALE 
interface 추적점들 중의 하나에 대한 탱크의 가로 및 세로좌표이
력과 탱크 평면상에서의 위치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탱크의 중앙
점에 좌표축을 정하였고, Fig. 130에서 알 수 있듯이 이 ALE 
interface 추적점은 탱크 우측 자유수면 부근의 추적점으로서 탱
크의 상당한 지역을 선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59.6초에서 C7점 아래에 위치하는 유체 ALE interface 추적점들
의 유동속도들의 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추
적점들은 탱크 유체의 그의 대부분의 추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Fig. 14와 Fig. 12(a)의 유체 유동속도 벡터들의 
분포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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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ssure responses at C7 point during 59.6∼60.1 sec

 
(a) 59.6 sec                  (b) 59.8 sec

 

 
(c) 59.9 sec                 (d) 60.1 sec

Fig. 12 Sloshing profiles with vector velocity at the left corn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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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 component trace history      (b) y component trac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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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ofile of trace of fluid ALE part and velocity 

distribution of fluid ALE parts at 59.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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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elocity distributions of fluid ALE parts in the left 
corner area at 59.6 sec

LS-DYNA 코드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대한 국부확대해석을 수
행할 경우 Lagrangian interface segment의 위치와 속도 및 가속
도 등의 이력을 추적하여 계산초기부터 각 추적점들의 위치를 적
용하기 매우 쉽지만 유체 ALE interface 추적점들의 위치를 계산
초기부터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의의 시
간을 초기 계산시간을 정하고 이때의 모든 유체 ALE interface 



추적점들에 속도벡터의 시간이력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15는 국부확대해석을 위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을 보

여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CCS는 Fig. 16의 MARK III 멤브레
인형 CCS로 치수는 940×940mm이고, CCS 각 부재들의 물성치
는 Table 2와 같다. 수심깊이 70%의 실선크기 슬로싱 탱크의 압
력측정 지점 C7은 이 CCS의 중간지점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
다. Fig. 14에서와 같이 CCS 아래 유체의 평균수직 유동속력은 
약 10.0m/sec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CS 아래의 유체(청수) 부
분에 하나의 유동속도를 가하였다.

Fig. 15 Configuration of 3D finite element of local zooming 
analysis

Fig. 16 Configuration of 3D finite element specimen model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CS specimen
plywood R. PUF rigid Triplex mastic membrane steel

E(n)(MPa) 8,900   142 13,133 2,934 200,000 206,000
E(s)(MPa) 7,500   142 - - - -
E(t)(MPa)   520    84 - - - -

Nu(ns)  0.17  0.24 0.3 0.3 0.27 0.3
Nu(nt)  0.15  0.18 - - - -
Nu(st)  0.15  0.18 - - - -

G(ns)(MPa)   196  12.2 - - - -
G(nt)(MPa)   196  12.2 - - - -
G(st)(MPa)   196  12.2 - - - -

Density 7.10E-10 1.25E-10 2.50E-09 1.50E-09 7.85E-09 7.85E-09
Model Solid, Shell/Ortho Solid/Ortho Shell/Iso Solid/Iso Shell/Iso Shell/Iso

3. CCS 국부확대해석
충격속력 10.0m/sec는 CCS 수면낙하 실험 및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낙하높이 약 5.75m에 해당되고 약 1,450kPa 정도 최대 
충격압력치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수심높이 70%의 3D one 
layer 실선 크기 강체 슬로싱 탱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충격
압력치가 약 500.0kPa로서 수면낙하 실험(부산대 실험수행) 및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약 2.0m 낙하높이, 초기속력 5.80m/sec에 
해당된다(Lee et al., 2010). 이러한 두 응답의 큰 차이는 CCS 
각 부재들의 유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CCS의 멤브레인
의 강체와 실제 재료를 사용하여 낙하높이 2.00, 3.00, 4.00 
and 5.75m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Fig. 17은 각 CCS 낙하높이에 따른 실험 결과, 멤브레인의 원래 
두께(original)와 줄인 두께(modified)를 사용한 경우와 본 연구에
서와 같이 강체로 취급한 경우에 대한 충격압력 응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강체인 경우 충격압력 응답은 극치가 거의 절반
에 해당할 정도로 무딘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압력의 극치는 훨
씬 늦게 발생하나 그들의 역적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2.00m (5.80m/s)               (b) 3.00m (7.16m/s)

 
(c) 4.00m (8.31m/s)             (d) 5.75m (10.00m/s)

Fig. 17 Pressure responses of wet drop simulations

Fig. 18은 corrugation 멤브레인과 flat 멤브레인의 두 가지 
CCS에 유체를 위로 10.0m/sec로 쏘아 올리는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ig. 19는 이러한 충격압
력 응답과 실선크기 탱크의 슬로싱 응답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
고 있다. 예상한대로 corrugation 멤브레인과 flat 멤브레인의 두 
가지 CCS에 대한 국부확대해석의 결과, 충격압력 극치는 각각 
1,894 and 1,798kPa로서 강체 슬로싱 충격압력 500.0kPa에 비
하여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충격압력 지
속시간(duration)은 매우 짧아서 역적도 또한 후자에 비하여 매우 
작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체와 변형체의 
CCS 부재들에 의한 응답에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역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큰 차이는 3D one layer 강체 탱크 슬로
싱의 내충격 응답해석 시 압력측정을 위한 구조 유한요소 크기가 
국부확대해석에 사용된 요소에 비하여 매우 컸다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의심된다. Fig. 19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충격속도에서 
슬로싱 국부확대해석과 수면낙하 시뮬레이션의 충격응답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Corrugation membrane CCS        (b) Flat membrane CCS

Fig. 18 Velocity responses of local zoom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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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ressure responses of local zooming analysis

NO96 CCS의 경우와는 달리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변
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CCS 구
성부재 재료들의 최저 비극한강도(minimum specified ultimate 
strength)와 같은 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안된 바가 있다. 최
대 수직인장/압축 응력과 전단응력들이 R-PUF와 합판의 각 방
향에서의 최대 극한강도에 따라, 그리고 최대 von Mises 응력이 
mastic의 극한강도에 따라 평가되었다(Kwon, 2008; ABS, 
2006). Figs. 20과 21은 초기속력 10.0m/sec로 corrugation 멤
브레인의 CCS에 유체를 쏘아올린 경우에 대한 국부확대해석에 
따른 CCS 각 부재의 von Mises 응력의 분포와 최대응력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속력으로 flat 멤브레인의 CCS에도 유체를 
쏘아올린 경우에 대한 국부확대해석과 낙하속도 8.31 및 
10.0m/sec로 수면낙하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여 CCS의 모든 부
재들에 최대응력을 파악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고, 기준 응력치
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a) Iso view of CCS            (b) Side view of CCS 

      (c) Membrane              (d) Bottom plywood

(e) Bottom RPUF                  (f) Top R-PUF

(g) Top plywood            (h) Mastic
Fig. 20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f each CCS component 

in shooting water to CCS with velocity 10.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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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mbrane
Fig. 21 von-Mises stress response of each CCS component 

in shooting water to CCS with velocity 10.00m/s
Table 3 Strength evaluation of each component of CCS by 
local zooming analysis and wet drop simulation (unit: MPa)

Component
Maximum von Mises stress

Reference
von Mises stressShooting water: 10.00m/s Wet drop

Corrugation flat 10.00m/s 8.31m/s
Bottom R-PUF   4.30   1.81   3.54   2.52

  3.20
Top R-PUF   3.14   3.77   2.39   1.85

Bottom plywood  13.96   3.29  12.19   8.86
 34.97

Top plywood 113.14 140.00  82.87  63.49
Mastic  70.18  90.65 50.03 37.84  15.00

Membrane 493.68 395.50 426.11 373.85 315.00

CCS의 각 부재들에서의 최대응력이 기준 응력치보다 큰 경우
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멤브레인, mastic 및 상부 합판은 
모든 경우에 있어 기준 응력치를 초과하였고, 10.0m/sec의 유체 
초기속력이나 CCS 초기 낙하속력인 경우 하부 R-PUF에도 최대



응력이 기준 응력치를 초과하였다. 그에 비하여 flat 멤브레인인 
경우 상부 R-PUF에 최대응력이 기준 응력치를 초과하였다. 모
든 경우에 하부 합판에는 최대응력이 기준 응력치 내에 있었다. 
mastic, 상부 합판 및 R-PUF 등의 CCS의 상부 부재들은 flat 멤
브레인의 CCS의 경우 corrugation의 CCS에 비하여 유체가 상부
로 쏘아 올리는 경우 최대응력이 더 크게 발생하였고, 
corrugation 멤브레인의 CCS 경우 같은 초기 충격속력에서는 유
체를 상부로 쏘아 올리는 경우가 CCS 수면낙하의 경우보다 모든 
부재의 최대응력이 더 크게 발생하였다. 

Fig. 22(a) 및 (b)는 각각 유체를 상부로 쏘아 올리는 경우와 
CCS의 수면낙하의 경우에서 최대압력의 극치가 발생할 때와 이
완되는 때의 유체와 corrugation 멤브레인 사이의 유동거동을 비
교해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에 있어 유체와 멤브레인 사이의 상
대적인 충격속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그림 Fig. 23에서와 같이 자
유수면 부근의 6개의 유체 interface 추적점을 고려하였으며, 그
림 28054에 그들의 상대적인 충격속력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a) Shooting water to CCS with corrugation membrane

  
(b) Wet drop to CCS with corrugation membrane

  
(c) Shooting water to CCS with flat membrane

Fig. 22 Water interface behavior to CCS with initial velocity 
10.00m/s

  

Fig. 23 Water tracer points in shooting water and wet drop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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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lative velocity of water to CCS

유체를 상부로 쏘아 올리는 경우와 CCS의 수면낙하의 경우 
모두 충격압력이 최대가 될 때 유체와 corrugation 멤브레인 사
이의 유체 유동의 거동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자의 경우의 
CCS의 부재들이 약간 더 압축이 더 되고 있으며, 충격압력이 이
완될 때 더 공기영역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
의 경우 유체 interface 입자들의 상대적인 충격속력이 후자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Fig. 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ig. 22(c)에서와 같이 유체를 위로 쏘아 올리는 경우 충격
압력의 극치가 발생한 후 flat 멤브레인이 하부 합판으로부터 크
게 되튕기면서 CCS의 사이에 큰 공기영역이 발생하는 것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flat 멤브레인이 유체충격으로부터 바로 
CCS 부재들에게 바로 충격에너지를 바로 전달함으로써 상부 부
재들이 최대응력을 더 크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슬로싱 충격하중 

하에서의 LS-DYNA 코드의 국부확대해석을 이용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였다. LS-DYNA 코드와 
같은 hydrocode는 실선 크기의 슬로싱 탱크에 상세한 유한요소
로 모델링한 CCS를 부착하여 슬로싱 충격응답해석을 수행하기
는 불가능하므로 국부적으로 관심 부분을 확대하여 기존의 실선 
크기 슬로싱 유동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내충격 응답해석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물의 내충격 응답에 대한 국부확대해
석과는 달리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유체(ALE)의 interface 정보 
추적은 공간(space)과 재료(material)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
으므로 유체 interface 추적점의 위치 및 속도 등의 응답만이 가
능하였다. 현재의 pre/postprocessor의 기능으로는 가시화가 되
지 않아 현재 이 코드의 개발자인 LSTC와 협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DSME 슬로싱 모형(1/50 축척)의 실험결
과로부터 실선 크기로의 확장하여 슬로싱 응답을 구하고 MARK 
III 멤브레인형 CCS의 국부확대해석을 수행한 결과 CCS 각 부재
에 발생하는 최대응력들 중에는 ABS(2006)가 제안한 슬로싱 충
격하중 하에서의 CCS 각 부재들의 강도기준을 초과하였다. 슬로
싱 모형실험의 결과로부터 실선크기로 확장하는데 있어서의 신
뢰성 있는 슬로싱 시뮬레이션 기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확보되
어야 할 것이고, CCS의 각 부재들의 강도기준도 재점검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슬로싱 응답의 국부확대해석의 결과와 CCS 



수면낙하응답의 결과는 크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자가 
조금 더 큰 응답을 주었다. 유체와 CCS와의 상대적인 충격속력
만 어느 정도 실선 크기에 추정 가능하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국부확대해석이 수면낙하 응답해석을 통하여 CCS의 구조적 안
전성 평가를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의 CCS 수면낙하 실험 및 시뮬레이션은 멤브레인에 발생하는 충
격압력 응답과 상부 합판 및 mastic에 발생하는 변형률만을 측정
하였으나 각 부재에 발생하는 손상 변형과 강도도 추정하여야 하
고 기존의 CCS 낙하높이 4.0m (충격 시 CCS 낙하속도 
8.31m/sec) 보다 더 큰 경우도 고려하여야 하며, 각 부재들의 재
료도 손상을 고려한 물성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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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파 전달법을 이용한 LNG 방열시스템 충격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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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1차원 응력파 이론을 바탕으로 LNG 방열 시스템 Mark III타입에 대해서 응력 거동을 파악하였다. 충격하중
으로 인한 응력파의 생성은 이종재료로 구성된 LNG 방열 시스템의 특성상 선체로 전달되는 충격파 전달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선각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충격파 전달 특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
서 선구적인 시도로써 본 연구는 R-PUF와 Plywood간의 응력 분포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응력 분포 거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를 바탕으로 LNG 방열 시스템에 대해 더욱 복잡한 응력파 해석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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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Co2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LNG 생산원

가의 하락으로 원유와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인하여 LNG 관
련 제품의 지속적인 물량 증대가 예상된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유체 동적 압력을 받는 재료로써 슬
로싱 현상에 의한 각종 동적 효과를 고려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Lee et el 2006).

일반적으로 고체 매질 내에 전달되는 응력의 파동을 응력파 
또는 충격파라 하고, 충격파는 매질의 관성과 탄성에 의해 전달
된다. 구조물이 충격하중을 받으면 응력파의 생성으로 인해 고체 
내부에 압축과 인장응력이 반복되고 응력의 소멸이 일어난다. 이
러한 현상으로 인해 구조물에 응력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변형 및 파괴거동도 정하중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고전적인 1차원 응력해석에 대해서 계속 논의되어 왔다
(Johnson W 1972, Cristescu N 1967, Goldsmith W 1960). 이
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체등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Bazle A. gama 2001). 

 하지만 Insulation panel은 기본적으로 이종재료로 구성된 복
합 구조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 특성으로 인하여, 선체로 전
달되는 충격파 전달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선각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충격파 전달 특성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국내외의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rk III 타입의 방열시스템에 대해 1차
원 응력파 해석을 수행하여 방열시스템에서의 응력분포를 확인
하였다.

2. Stress wave theory
응력파의 1차원 지배방정식은 식(1)로 주어지고, 매질 내에서

의 응력파 전달 속도는 식(2)로 주어진다. 충격에 의해 생성된 응
력파가 이종 재료에 의한 층(interface)을 만나게 되면 그림 1에
서처럼 전달파(식(3))과 반사파(식(4))(Goldsmith W 1960)로 나
뉘게 된다. 


 
 




  (1)

  


 (2)

 


 (3)

 

  
 (4)

입사파는 식(5)로 나타낼 수 있다(Johnson W 1972)

 







  (5)

응력파에 의한 응력은 식(6)으로 주어진다.
   (6)

Fig. 1 Reflected(σR) and transmitted (σT) stress waves 
thorough an interface (R.A.W. Mines, 2004)

3. Analytical simulation
충격을 받는 Mark III 형의 방열 시스템은 맨 상부에 Plywood 

그 아래부분에 R-PUF, Triple X(2nd barrier), R-PUF, Plywood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2에 나타낸다.

Fig. 2 Schematic of Mark III insulation system 
방열 시스템이 충격하중을 받으면 응력파가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림3의 모양으로 이종 재료에 대해서 전달파와 응력파
로 분리가 되게 되면서 응력의 크기도 변하게 된다. 

재료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식 
(3), (4)를 이용하여 반사파, 전달파에 대한 계산을 한 뒤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3 A one-dimensional stress wave idealization of 
insulation system

P.W R-puf Triple-x
ρ(kg/m3) 0.68×103 0.125×103 2.7×103

E(GPa) 0.6 0.125 70
c=
(103m/sec) 0.94 1 5.09
(106kg/m2s) 0.64 0.13 13.7
Thickness(mm) 12(upper), 

9(lower)
88(upper),
160(lower) 1

Table 1 Actual material properties

Materials 전달파 반사파
Plywood 0.33σI -0.67σI
R-PUF 1.98σI 0.98σI
Triple-X 0.02σI -0.98σI
R-PUF 1.67σI 0.67σI
Plywood 1.53σI 0.53σI

Table 2 Calculate of Reflected and transmitted waves

표2에 보면 반사파의 경우에서 음수의 값이 나오는데 이는 인
장력을 뜻한다.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 응력파의 거동으로 
인해 구조물 내부에서 생기는 인장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I. Gilath et al, 1991). 

그림 4는 Plywood와 R-PUF 층간에서 일어나는 응력파의 거
동을 나타내며 안의 숫자들은 입사파에 대한 전달파 혹은 반사파
의 계수를 나타낸다. 응력은 각 매질에서의 속도 c에 따라 매질

을 지나치게 되고 매질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달파와 반사파로 바
뀌어 응력의 분포가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갈라진 응력의 분포
로 인해 재료 내부에서 아주 복잡한 응력 분포를 이루게 된다. 

슬로싱 하중에 대한 연구(Bass et al, 1980) Fig. 26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슬로싱 하중은 2.45MPa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사파를 2.45MPa 로 했을 경우 그림 5에 방열 
시스템 내에서 응력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Fig. 4 Elastic stress wave behaviour of plywood and 
R-PUF

Fig. 5 Stress wave model for R-PUF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격 하중을 받는 LNG 운반선의 방열 시스템

에 대해 1차원 탄성 응력 해석을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종재료로 제작된 LNG운반선의 방열 시스템에 대해 충격하중
으로 인한 변형 및 파괴거동의 원인을 파악 할 수 있었다. 

1차원 응력파 해석으로 LNG방열 시스템의 응력파 거동에 대
해서 조사하였다. R-PUF내부 층의 거동은 충격파 이론을 이용
하여 모델링 되었다. 이 해석은 두께와 복합층의 재료에 대해 전
반적인 응력파의 분포를 보여준다. Plywood와 R-PUF간의 이상
화된 응력파 거동이므로 더 많은 층에 의한 응력파는 매우 복잡 
할 것이며, Mastic를 통해 Hull로 전달되는 응력파는 고려되지 못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물은 응력파기법을 이용한 이
종접합재료로 이루어진 방열 시스템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써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 복잡한 응력파 해석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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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conomize the cargo tank structure for the type ‘A’ LPG 
Carrier, applying optimization methods to the structural design. The structure of the cargo 
tank comprises of plates, stiffeners, webs and stringers. For the optimum scantling of 
plates and stiffeners, ES(Evolution Strategy) is carried out in consideration of both material 
and labor cost. For the optimum scantling of webs and stringers, the minimum weight 
design is carried out using the local optimization module of a commercial FE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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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체 구조물의 설계에 최적화 기법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컴퓨터의 계산 속도가 급상승하면서 미분기반 최적화 
기법과 같은 국부 최적화 기법 보다는 전역 최적화 기법에 대한 
적용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적해의 신뢰성도 크
게 향상되었다.  

현재 조선소에서 선체 구조물의 최적설계 시 선정하는 목적함
수는 대체로 중량 또는 건조비용이다. 건조비용은 중량에 의한 
강재비와 인건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구조물의 중량과 건
조비용이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목적함수를 중량으로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 관계가 상충적인 경우는 건조비용을 
목적함수로 하는 것이 조선소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ype ‘A’ LPG 운반선 화물창을 대상으로 최적
화 기법을 적용하여 원가 절감 구조설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모
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화물창 내 웨브 간격은 고정시켰다. 

보강재의 개수에 따라 강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달라지는 판과 
보강재에 대해서는 전역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최소건조비설계
를 수행하였다. 웨브와 스트링거 설계에는 국부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최소중량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초기 설계와의 비
교를 통해 최적설계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2. 판과 보강재의 최적설계 

 
2.1. 최적화 대상 

 
최적화 대상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LPG 운반선의 화

물창을 구성하는 보강판(Stiffened plate)과 보강판을 지지하는 
보강재이다. 

 

 
Fig. 1 Cargo tank of LPG carrier 

 
보강판은 화물창의 하부(Bottom), 상부(Top), 측부(Side), 경

사부(Slant)와 화물창의 앞과 뒤를 구성하는 격벽(Bulkhead), 내
부에 위치한 제수격벽(Wash bulkhead)을 포함하며, 보강재는 
이들 보강판에 부착된다. 각 보강판의 보강재 간격에 따라 각 보
강재 크기와 판 두께 및 보강재 개수가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
는 건조비 관점의 최적 보강재 간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2.2. 건조비 구성 
 
화물창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재비와 인건비로 나누었다. 

인건비에는 용접비 외에도 건조 부재 수에 따른 발생 비용, 중량
의 증감으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등도 포함시켰다. LPG 운반선
의 화물창은 크롬-망간강으로 제작하며 외판과 보강재에 대한 
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료비를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창의 건조비는 식(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하였고, 각각의 항목은 식(2)~식(5)에 나타내었다.  

 
cos _ _t weight welding acc number acc weightf f f f f= + + +   (1) 
 
여기서, cos tf  : Total cost ($) 

weightf  : Material cost ($) 
weldingf  : Welding cost ($) 

_acc numberf  : Number of member related cost ($) 
_acc weightf  : Weight proportion cost ($) 

 
weightf α= × Total weight (2) 
weldingf β= × Total welding length (3) 

_acc numberf γ= × Total number of members (4) 
_acc weightf λ= × Total weight (5) 

 
여기서, α  : Material cost per unit weight 

β  : Welding cost per unit length 
γ  : Labor cost per piece 
λ  : Labor cost per unit weight 

 
식(2)~식(5)의 α , β , γ 와 λ 는 조선소 마다 다른 값을 갖

는다. 
 

2.3. 설계변수 
 
설계변수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선정하였다. 
X1은 화물창 상부와 하부의 보강재 간격이다. 화물창의 격벽

에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직 보강재가 부착되기 때문에 
상하부의 보강재는 같은 간격을 유지해야 제작상 용이하기 때문
이다. 

X4는 화물창 측부와 중앙 격벽부에서의 보강재 간격이다. 횡
방향으로 스트링거(Stringer)가 부착되어 같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X2와 X3는 각각 하부 경사면과 상부 경사면 위치에서의 보강재 
간격이며, X5는 중앙 격벽 상부에서의 보강재 간격을 나타낸다. 



 
 

 
Fig. 2 Design variables 

 
 

 
Fig. 3 Vertical stiffener of cargo tank bulkhead 

 
2.4. 최적화 수행 

 
전역최적화 기법인 진화 전략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부모개체 

수는 20, 자식개체 수는 200으로 하였다. 
화물창의 보강판과 보강재의 최소건조비설계를 통해 해당 부

재의 건조비가 초기 설계 대비 약 2% 감소하였다. 목적함수 구
성요소 별로 살펴보면 초기 설계 대비 강재비 외의 비용은 증가
하지만, 강재비가 감소하였다. 

 
 

3. 웨브와 스트링거의 최적설계 
 

3.1. 최적화 대상 
 
최적화 대상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LPG 운반선의 화

물창을 구성하는 웨브와 스트링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 
화물창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4 Cargo tank of LPG carrier 

 
웨브와 스트링거에 대한 최적 구조치수(Web thickness, Face 

plate area) 및 형상(Web depth)의 결정이 목적이고, 용접비용에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최소중량설계를 수행하였다. 

 
3.2. 모델 구성 

 
웨브와 스트링거의 설계를 위해서는 선급에서 규정하는 하중

조건에 대해 FEM을 이용한 강도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최
소중량설계에서는 Table 1와 같은 하중조건을 고려하였다. 

최적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적화 모델을 화물창
으로만 구성하고, 국부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전선 구
조 해석의 하중조건별 변형 결과를 화물창 지지점에 적용하고, 
화물창 하중을 고려하였다. 

 
3.3. 설계변수 및 제한조건 설정 

 
최소중량설계를 위한 설계변수로는 구조치수 및 형상을 설정

하였다. 
실적선의 용접선 등을 고려하여 Fig. 5와 같이 구조치수 변수

에 대해 동일한 치수를 적용할 부위를 그룹화하였다. 형상 변수
에 대해서도 Fig. 6과 같이 동일한 치수를 갖는 부위를 그룹화하
였다. 

최적화를 위한 제한 조건으로 설계 여유를 고려하여 실적선의 
최대응력 또는 허용응력의 95%를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 Summary table for loading conditions 
LC Description Tank load Sea load 
1 Homogeneous 

condition Static Static 

2 Homogeneous 
condition Dynamic Static 

3 No.2 tank 
full condition Dynamic Static 

4 No.1+3 tank 
full condition Dynamic Static 

5 No.2+4 tank 
full condition Dynamic Static 

6 Heeled 
condition Dynamic Heeled 

7 Harbor 
condition Static Static 

8 Tank floating 
condition 

Static tank 
float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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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ign variables for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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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gn variables for shape 

3.4. 최적화 수행 
 
최적화 해석은 상용 FEM 소프트웨어 Altair/HyperWorks의  

최적화 모듈인 OptiStruct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웨브와 스트링거의 구조치수 및 형상 변수에 대해 각각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였다. 중량감소 효과가 구조치수 변수에 
대한 최적화 시 더 컸다. 따라서 구조치수와 형상 변수의 동시 
적용은 큰 민감도를 가지는 구조치수 변수의 최적설계 후, 설계 
가능한 구조치수로 변환하고 형상 변수의 최적설계 후, 설계에 
적합한 단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설계 결과를 적용한 모델에 대해서 항복 응력 
및 좌굴 강도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화물창의 웨브 및 스트링
거의 최소중량설계를 통해 선급의 구조 강도를 만족하는 화물창
의 중량은 초기 중량에 비해 약 3% 감소되었다. 

 
4. 결 론 

 
LPG 운반선 화물창을 대상으로 건조비 모델을 구성하여 최적

화 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강판과 보강재에 대해 보강재 간격을 설계변수로 하여 

전역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최소건조비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해
당 부재에 대해 초기 설계 대비 약 2%의 건조비 감소가 기대된
다. 

2) 용접비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웨브 및 스트링거에 대
해 Property와 Shape를 설계변수로 하여 최소중량설계를 수행
하였으며, 상용 FEM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국부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화물창에 대해 초기 중량 대비 약 3%의 중
량 감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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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응력감시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형선의 변형률 측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배동명＊, 안상현＊, 자키＊

부경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An Experiment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Hull Stress Monitoring System on 
Strain Measurement of the Model Ship
Dong Myung Bae*, Sang Hyun Ahn*, A.F.Zakki*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System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hip is a complex structure that loaded by the various external forces. When the disaster and accident occurred, the 

human and economic losses may be happened, the other consequences is a serious pollution due to the leakage of cargo 
tank such as oil, dangerous chemical liquids and etc. Following that conditions the IMO has recommended to implement 
hull stress monitoring system.

  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ges were installed on the model ship. Considering the parameters of wave conditions 
while anchoring and sailing, the strain of ship model is measured in real time. In order to verify the accuracy of strain 
measurement, the optical fiber sensors (Fiber Bragg Grating) is carried out. The result shows that 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ge is considered to be changed by the fiber optics sensors.
※ Keywords : Hull Stress Monitoring System, Electrical resistance strain gauge, Fiber Bragg Grating, Model Ship Test

1. 서 론
선박은 다양한 외력과 피로하중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형을 

받는 복잡한 구조물이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경제
적인 손실 뿐 아니라 기름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일
으키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이 항해 중이나 정박하여 화물의 적·양하 중 

실시간으로 선체의 운동상태와 Global 하중을 항해자에게 
제공해주는 선체응력감시시스템(Hull Stress Monitoring 
System)의 설치를 권고하였다(MSC/Circ.646). HSMS의 
선체응력 및 운동 감시시스템의 자료 처리부, 화면 표시부 
및 저장부에 관한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구조물의 파손 상태 및 파손 진전에 따른 구조물의 강성, 
강도 등의 변화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파손특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손상검출 방법에는 X-Ray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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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초음파를 이용한 C-Scan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파
괴 검사(Nondestructive Evaluation)는 작업자의 기술이나 
경험 또는 숙련도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전문가 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구조물이 작동중일 때 또는 구조물 전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검사 방법 보다 효율적인 검사방법이 요
구 되어져 왔으며, 이를 위해 구조물의 변형 상태 및 파손여
부를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구조물 
자체에 부여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런 구조
물을 지능 구조물(Intelligent Structure)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성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변형을 감지하는 것
과 구조물 전체의 감시가 가능해야한다. 

이를 위해 모형선을 제작하여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Strain Gage)를 설치하고, 항해 및 정박 중일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형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
다. 변형률 측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광섬유센서(Fiber 
Bragg Grating)를 함께 부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
한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광섬유센서로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Fig. 1 A Flowchart of Program

2. 센서의 원리
2-1. Strain Gage의 원리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는 저항 특성을 가지며, 구

조물이 변형을 일으킬 때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의 전기적 
저항이 변하여 이로부터 변형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변형률
과 저항의 변화량 관계는 식 (1)과 같다. 이 스트레인게이지
로 구조물의 변형 상태에 따라 게이지의  전기저항을 변화시
키고 게이지를 지나는 전류를 측정하여 변형률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연속
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 이 변형률에 의하여 응력을 구할 수
가 있다.

 



 (1)

 : 평형상태일 경우 Strain Gage의 저항
 : 변형에 의한 저항의 변화량
 : Gage Factor 

  2-2. FBG 센서의 원리

Fig. 2 Reflective principle of fiber Bragg grating

광섬유 센서(FBG)는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센서를 
배치할 수 있는 다중화(Multiplexing)가 용이하여 사용성이 다
른 센서에 비해 우수하다.

Fig. 2 은 FBG 센서의 기본 작동원리를 보여준다. FBG 센
서에 광대역 광원을 입사시키면 브래그 파장(Bragg 
Wavelength,  )이라 불리는 특정 대역의 빛만 반사가 되고, 
브래그 파장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 대역의 빛은 FBG 센서를 
통과하게 된다. 식 (2)은 브래그 파장을 결정하는 브래그 조
건 (Bragg Condition)식을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광섬유 격자의 유효 굴절률(Effective 
Refractive Index)이고, 는 광섬유 코어에 새겨진 격자 간
격(Bragg Period)이다.



(5)

3. 선급규칙에 의한 굽힘 모멘트 추정
선급(KR)의 선체강도에 대한 정수중 및 파랑중 굽힘모멘트

의 최대허용치 계산식과 전 굽힘모멘트의 관계를 요약하면 
식 (3)과 식 (4)와 같다.

  

min (3)

 

min  (4)

 : 파랑 중 최대 허용 굽힘 모멘트
 : 정수 중 최대 허용 굽힘 모멘트

 : 재료 상수
min : 최소 단면계수 
min  
 : 선박의 길이
 : 선박의 폭
 : 방형 계수(Block Coeffcient)
 : 계수, 파랑의 영향이 없는 항내(0.5), 항해 상태(1.0)
 : 파랑 종굽힘모멘트
   

 

   
  

 은 Beam 이론에 의해 계산된 값을 이용한다. 
즉, 중량곡선과  부력곡선의 차에 의한 하중곡선을 이용하여 
계산된 굽힘모멘트 곡선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항해중일 때 전 굽힘 모멘트는 정수중 굽힘 모멘트와 파랑
중 굽힘 모멘트의 합으로 계산되며, 정박 중일 때 전 굽힘 모
멘트는 정수 중 굽힘 모멘트로만 계산된다. 그 관계를 다음 
식 (5)에 나타낸다.



  
×  : 항해중




×  : 정박중

  : 항해중 또는 정박중, 최대허용 굽힘모멘트의 비율
   : 정수중 굽힘모멘트

 : 파랑중 굽힘모멘트
  :  최대허용 전 굽힘모멘트
  :  최대허용 정수중 굽힘모멘트
  :  최대허용 파랑중 굽힘모멘트

Strain Gage의 설치 위치 에서 계측된 데이터는 로 
계산된 후, 과 의 계산에 이용된다. 는 다
음 식 (6)와 같이 나타내다.

 max




max
∙∙ (6)

 : Strain Gage의 출력계측 전압
max: Strain Gage의 최대출력 전압
 : Strain Gage의 길이
 : 영율(Young's Modulus)
 : 위치 에서의 실단면계수

은 5분 동안의  평균값으로, 다음 식 (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7)

 은 5분 동안 계측된 데이터의 수이다.
 는 동일기간의 의 표준편차를 2.65배한 값으로, 
다음 식(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는  와 를 구한 후, 식(5)에 의해 계산
된다. 즉 은 선급의 기준 최대허용치()에 대한 퍼
센트로 실시간 표시된다.

4. 실험의 개요 및 방법
4.1 모형선
대상 선박은 1700 TON CLASS OIL & CHEMICAL 

TANK 이며 1/70 로 축소하여 FRP 로 제작하였다. 또



한 모형선은 Fig. 3에서와 같이 강체운동을 피하기 위
해 4등분 하였고,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Fig. 3 Model Ship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Planing Ship
Principal dimensions Full Scale Model Ship
Length O.A [m] 144.0m 2.05m
Breadth [m] 22.6m 0.32m
Depth [m] 12.5m 0.18m
Draft [m] 9.1m 0.13m

4.2 모형선 연결체(Jig)
4 등분된 모형선은 아크릴로 제작된 H 형태의 지그(Jig)로 

연결되어진다. 각각의 연결체들은 모형선 한쪽면에 8개의 볼
트로  결속되고 수조에서의 실험을 위해 실리콘으로 1차 방
수 처리한 뒤 방수비닐로 마감하였다. 연결체의 형태와 물성
치를 Fig. 4 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Table 2 Acrylic Material Properties 
Properties Metric
Density 1.17 g/cc
Modulus of Elasticity 3.30 Gpa
Poisson Ratio 0.37

Fig. 4 Jig Dimension & type

  4.3 예인수조
모형실험은 부경대학교 예인 수조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고, 예인수조의 주요제원은 Table 4 와 같다.

Table 3 Towing Tank Principal Particular
Towing Tank

Length 40.0 m
Breadth 2.50 m
Depth 1.50 m

Wave Generator
Maximum 
Wave Height 0.25 m

4.4 실험 장비
실험을 통해 측정해야하는 데이터는 크게 변형률과 가속도 

두 가지 이다. 변형률과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적변형률 
측정기(Fig. 5)와 가속도측정기(Fig. 6)를 사용하였고 가속도 
센서(Fig. 7)는 ENDEVCO의 가속도계(Sensitivity: 101.1 
mv/g)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계측하였다.

      
Fig. 5 Dynamic Strain Meter (MT-16A)

Fig. 6  Acceleration Meter(DASH-8X)

Fig. 7  Acceleration Sensor



4.5 실험 방법
모형선이 표준파 중에서 계류상태와 예인상태에서의 변형

률과 가속도를 측정하였고 파장과 파고는 모형선이 최대의 
굽힘상태가 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
지는 각각의 Jig의 중앙 면에 부착되어졌고 편의상 선수 쪽에
서부터 No.1, No.2, No.3 로 정하였고 Fig. 8 과 같다. 

모형선과 Jig를 연결하는 볼트에 실리콘으로 방수처리하고 
파의 영향으로 센서에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각각의 
연결구간은 방수 비닐로 다시 한 번 방수처리 하였다.

Fig. 8 Number of Strain Gage

이번 실험에서는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Strain Gage)
에 비해 높은 감도, 센서 다중화 등의 장점을 가지는 광섬유 
센서(FBG)와 비교 실험 하였다. 실험방법은 Fig. 9과 같이 
지그(Jig) 한쪽면에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를 붙이고 반
대면에 광센서를 붙여 변형률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모형
선에 Light Weight Condition, 50% Loading Condition, Full 
Loading Condition를 가정하여 계류상태에서의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와 FBG 센서를 함께 설치하여 변형률을 측정
하였다.

           

Fig. 9 Position of Strain Gage & FBG Sensor

5. 실험 결과
5.1 변형률 측정결과
계류상태(Fig. 10)와 예인상태(Fig. 11) 일 때의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모형선의 중앙부에 설치된 No.2 S.G 에서 최대
범위인 -873~917(계류)와 -1163~1197(예인)의 변형
률이 측정되었다. 변형률을 응력 값으로 변환하여 Fig. 12 와 
Fig. 13 으로 나타내었다.

  

Fig. 10  Strain Curves of Mooring Condition

  

Fig. 11  Strain Curves of Towing Condition

  

Fig. 12  Stress Curves of Mooring Condition

  

Fig. 13  Stress Curves of Towing Condition



5.2 가속도 측정결과
가속도 센서는 모형선의 선수 방향 Deck Center 

Line에 1축 가속도계 1 EA 부착되어 모형선의 종동요
(Pitching)에 따른 가속도를 계측하였다. Fig. 14 와 Fig. 15
은 계류와 예인 상태일 때의 가속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14  Acceleration Curves of Mooring Condition

Fig. 15 Acceleration Curves of Towing Condition

5.3 S.G 와 FBG 센서의 비교실험 결과
전기 저항식 변형률 게이지와 FBG 센서를 Light Weight 

Condition, 50% Loading Condition, Full Loading Condition 
에서의 비교실험을 하였다. Fig.16~18은 S.G 의 측정값이고 
Fig.19~21는 FBG 의 측정값이다. 

Fig. 16 Light Weight Condition(S/G)

Fig. 17 50% Loading Condition(S/G)

Fig. 18 Full Loading Condition(S/G) 

Fig. 19 Light Weight Condition(FBG)

Fig. 20 50% Loading Condition(FBG)

Fig. 21 Full Loading Condition(FBG)



6. 결 론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형률 측정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변

형률 측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과 설치의 간소화, 
전자기에 의한 잡음제거, 해수부식에 강한 특성이 있고  고감
도의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FBG 센서를 조합한다면 더 정확
하고 신뢰성이 높게 선박 구조물의 변형 및 파손 등을 실시간
으로 감지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
된 HSMS 소프트웨어는 선체응력을 단순 감시하는 기능만 탑
재하였으며, 항해중 사용하기에 불편한 화면구성을 제공함으
로써 운항 환경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될 HSMS 소프트웨어는 선체 운동,  
 VDR(Voyage Date Record)시스템 및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
램을 접목한 화면을 항해자에게 제공해 선박의 안전한 항해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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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선미부 구조를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강도 평가 SYSTEM 이 필요 하다. 
기존 호선의 선미부 구조를 FEM 해석을 통해 검증하고, RUDDER FORCE 에 의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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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이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RUDDER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선미

부 구조를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강도 평가 

SYSTEM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당사 기존 호선에 대하

여 FEM 해석을 진행하여, 선미부 RUDDER HORN 

AREA의 구조를 검증하고, RUDDER FORCE에 의한 구조 

강도 평가 기술을 정립하여, 차후 대형선 및 신선종 선

미부의 최적화 구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

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RUDDER FORCE.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에 따라 

RUDDER에 작용하는 RUDDER FORCE(CR)를 계산할 수 

있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CR = 132 AV 2 κ1 κ2 κ3 κt  

where : 

V :  V0  for ahead condition 
Va  for astern condition 

κ1 :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aspect ratio Λ , 

taken equal to : κ1 =(Λ +2) / 3, where Λ  need 

not be taken greater than 2 

κ2 :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rudder and the rudder profile 

κ3 :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rudder, 

κ4 : Coefficient equal to 1.0 for rudders behind propeller. 

Where a thrust coefficient CTh  > 1.0 , the Society may 

consider a coefficient κt  different from 1.0, on a case 

by case basis. 
 

2.2. RUDDER HORN 

Rudder Force에 의한 Bending moment, shear force, 

torsional moment 세 가지 load를 고려하기 위해 

Rudder horn의 modeling이 필수적이며, 작용하는 load

는 다음 수식과 같다.  
 

•  bending moment: Mb = B1 z 
Mb max = B1 d 

•  shear force: Q = B1 

•  torsional moment: MT = B1 e(z) 

 

 

 

Fig.1 Dimensions of rudder horn 



 

 

 

Fig.2 Rudder horn loads 

 

2.3. SUPPORT FORCE (BEARING) 

RUDDER FORCE에 의해 실제 선체에 가해지는 

APPLIED LOAD는 BEARING에서 지지해주는 SUPPORT 

FORCE로 적용한다. RUDDER HORN의 NECK BEARING

과 PINTLE에 작용하는 FORCE는 다음 수식과 같다. 

 

•  support force in the rudder horn, in N :  

 

•  support force in the neck bearing, in N :  

 
 

2.4. 구조 MODELING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 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

사 58K B/C AFT BODY CONSTRUCTION을 기준으로 구

조해석 MODELING을 하였다. MODEL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OFF C.L으로는 LONGI. GIRDER.의 위치, 선미로는 

TRANSOM, 선수로는 A.P.BHD, DECK는 STEERING GEAR 

DECK를 기준으로 MODELING하였고, 경계조건은 ALL 

FIXED로 잡았다. 

 

 

Fig.3 The extent of models 

 

 

Fig.4 Boundary condition of F.E.M. 

 

2.5. LOADING CONDITION. 

SUPPORT FORCE (Force 및 Reaction Force) 적용 시

에는 세 방향으로 (1.straight position, 2.maximum 

rudder angle position, 3.any position between straight 

and maximum position) LOAD CASE 적용하였다. 

 

   

Fig.5 LOAD CASE 

 



 

 

2.6. EVALUATION. 

FEM 평가 기준은 각 선급에서 규정하는 특이 기준 

사항은 없으므로 기본적인 local 해석 시 평가하는 Von-

mises, Bending & Shear stress에 대해 material yield 

stress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단, RUDDER TRUNK AREA의 경우는 CSR 기준을 따

라 equivalent stress가 재료의 Yield stress의 35%를 초

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따르며, bending stress는 아래

의 수식을 따른다. Shear stress는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CSR B/C Ch.10 Sec.1> 
3.4 Rudder Trunk 

3.4.1 
Where the rudder stock is arranged in a trunk in such 

a way that the trunk is stressed by forces due to rudder 
action, the scantlings of the trunk are to be as such that 
the equivalent stress due to bending and shear does not 
exceed 0.35ReH of the material used. 
 
3.4.2 

In case where the rudder stock is fitted with a rudder 
trunk welded in such a way the rudder trunk is loaded 
by the pressure induced on the rudder blade, as given in 
[2.1.1], the bending stress in the rudder trunk, in N/mm2, 
is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formula: 
σ ≤  80 / k 
where the material factor k for the rudder trunk is not to 
be taken less than 0.7. 
 

Allowable Stress 
• Von-mises stress = 0.35 Yield stress  
• Bending stress = 80 / k  
 

2.7 Result & Critical Point 

유한요소해석 결과 Equivalent stress 와 bending 

stress는 Tab.1과 같다. Fig.6~Fig.7은 각각 응력의 결과 

및 분포를 보여준다. Shell plate opening과 RUDDER 

HORN 접합부분에서 최대응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리고 C.L. ELEV.의 RUDDER HORN 지지 BRACKET

도 많은 응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결

과들 모두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아 구조 강도상 안전

함을 보여주고 있다. 

 

Max stress 
 

0 deg 30 deg 35 deg 
Allowable 

stress 

Von-mises 78 80 81 82.25 

Normal 
stress -57 -53 -51 80 

Tab.1 Max stresses and allowable stresses(MPa) 

 

 

Fig.6 Section view of critical point 

 

 

Fig.7 Elevation view of critical point 

 

5. 결 론 

 RUDDER FORCE에 의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RUDDER TRUNK 및 선미부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었으며, 선미부 구조해석에 대한 자체 가술력을 축척

함과 동시에 앞으로 RUDDER 특성에 따른 선체 구조 

부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립하고, 구조를 더욱 최적

화 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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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적 피해 및 재산적 피해, 그리고 해상의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외의 여러 해사에서 선박 설계 시에 대한 규정과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선박의 규정
을 만족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충
돌 사고 시의 손상 추정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선박 설계시 충돌을 고려한 최적 구조 설계를 위한 
지침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여러 설계 변수가 충돌 시 이중 선체 선측 구조의 거동
과 손상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에 앞서 해석 프로그램을 관련 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검증하
였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중 선측 구조의 폭, 수평 거어더 판 두께, 선측 외판의 두께와 충돌체의 속
도와 질량 그리고 충돌 위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런 검토의 결과를 활용하면 동일 수준의 최종 종강도를 유지
하면서 충돌 저항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구조설계를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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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사고는 많은 인명적 피해 및 재

산적 피해, 그리고 해상의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외의 여러 해사에서 선박 설계 시에 대한 규정과 법적인 규
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의 규정을 만족하면서 효율
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을 건조하는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과 선박, 선박의 좌초 등의 충돌 사고에서 오는 외부에
너지는 그 강도에 따라 압괴나 찢김과 같은 소성 대변형을 동반
할 수 있으며 이 외부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압괴나 찢
김이 일어날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치수와 배치가 실제 
선박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Minorski(1959)는 26개의 실선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구조물
의 손상량을 추정하는 경험식을 제시하여 충돌 문제 해석에 폭 
넓게 사용 되었으나 많은 비선형성과 구조의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손상된 부재의 양만으로 흡수 에너지를 추정한 Minorski의 
경험식은 한계가 있고 ASIS 실험 (1993)에서도 해석에 적용된 
구조물이 비연속 구조물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속된 구조물의 해
석에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여 여러 
설계 변수가 충돌시 선체구조물의 거동과 손상의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설계 변수는 이중 선측구조
의 폭, 수평 거어더 판 두께, 선측 외판의 두께와 충돌체의 
속도와 질량 그리고 충돌 위치이다. 

 
2.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 

본 연구에 사용할 해석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1/10 크기의 
이중 선각 선측 구조의 충돌 실험의 결과 (Kim, 2010)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최근 Hong and Amdahl(2008)이 제안한 
이론식도 바교되었다. 

 
2.1 이중선각 선측 구조의 충돌 실험 

 
2.1.1 실험 장치와 실험 모델 

 
충돌 하중을 받는 이중선각 선측 구조의 실험에서는 실선의 

1/10 크기로 실험모델을 제작하여 구조물의 최대 변형과 girder
의 변형형상 등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계측한 
사항은 충돌체의 질량과 속도, 충돌 후 구조물의 변형 형상 등이
다. 2.2절에서 언급될 ASIS실험 (1993)과는 달리 연속성을 가진 
형상으로 실험 모델이 제작되었다. 실험을 위한 Drop test 장치
의 형상과 실험 모델의 형상은 각각 다음의 Fig. 1과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충돌실험 장치의 최대 낙하 높이
는 3050mm이고 전자석을 이용하여 충돌체의 낙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다. 
 

 

 
Fig 1 Drop test Machine and after finishing setup 

 

 Fig. 2 1/10 scale double hull side structure model 
 

2.1.2 충돌체 
 

 실험에 사용된 충돌체(striker)의 질량은 400kg이고 낙하 높이를 
조절하여 운동에너지, 즉 충돌에너지를 조절하였다. Fig.3은 충
돌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Schematic view of Striker 

 



 

 

2.1.3 실험 모델의 기계적 성질 
 

인장시험 시편은 실험 모델과 같은 모재로부터 절단하여 
JIS(1998)규격과 KS(1998)규격을 만족하게 제작하였으며 인장 
실험의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1.Material properties of tested model 

Model t (mm) σY (MPa) E (GPa)

DH-1 

Upper plate 1.832 305.0 220.3 
Lower plate 1.885 292.1 211.3 

Girder 1.992 281.4 204.7 
Side wall 1.962 276.3 206.9 

DH-2 

Upper plate 1.884 301.3 208.8 
Lower plate 1.881 293.8 202.1 

Girder 1.992 281.4 204.7 
Side wall 1.962 276.3 206.9 

 
 

2.1.4 낙하 충돌실험 결과 
 

낙하 충돌실험에서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실험
모델 2개를 제작하였고 실험의 결과로 girder의 하부보다 상부에 
집중적인 굽힘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충돌체가 선측에 
부딪힐 때 선측에 가까운 girder에서 대부분의 충돌 에너지를 흡
수함을 뜻한다. .  

각 실험 모델의 충돌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실
험 결과는 Table 3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2 Mass, velocity and drop height of striker 

Model Drop height  
(m) 

Striker 
Mass (kg) Velocity (m/s)

DH-1 2.6 400kg 7.22 
DH-2 2.0 400kg 6.26 

 
Table 3 Test results 

Model Drop height 
(m) 

Kinetic energy 
(kJ) 

Depth of dent
(mm) 

DH-1 2.6 10.43 55.9 
DH-2 2.0 7.84 42.8 

 
2.2 충돌 변형 추정 이론식 

 
  최근 구조의 평가를 위한 구조 해석법은 상용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론식도 시간 활용이나 정확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격에 따른 girder의 변형 형상 이력에도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간략하게 쓰일 수 있는 
이론적 해석에 관하여 소개하려 한다. 

면내 하중을 받는 girder의 압괴 저항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Hong and Amdahl(2008)은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제안된 식들은 물론 그들이 새롭게 제시한 
추정식에 대해서도 ASIS(1993), DTU(1999) 등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 하였다.. 

아래의 추정식들과 기존에 수행된 실험들과의 비교에서 모든 
추정식들이 탄-소성 좌굴로 인한 초기의 극치(peak)를 
제외하고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중 
Hong and Amdahl(2008)이 제시한 추정식이 보다 실험 결과와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음을 FIg. 2.5로 확인하였으며, 식(2.1)에 
제시된 추정식에 대한 기호 설명을 덧붙였다. 
 

 

Fig. 4 Comparison with ASIS test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e existing methods by Hong and Amdahl(2008) 
 

Hong and Amdahl(2008)은 동적 하중이 작용할 때 변형률 속도 
효과에 의해 재료의 항복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1.2H 1 1 0.3 																																											 
																				 2 1 0.33 1 0.3 22.24  

                          (1) 
여기에서  P δ = Instantaneous cursing force 
 /4, σ = σ /2 
 H = 0.395 / /  
 b = Half span of girder 
 t = plate thickness of girder 
 δ = Instantaneous indentation 



 

 

2.3 ASIS test 
 

Hong and Amdahl (2008)이 제안한 이론식의 비교에 사용된  
ASIS 실험 (1993)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실험에서는 
선측 구조를 1/2 크기로 축소 제작하여 에너지 흡수 능력을 관
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래 Fig. 2.6과 Fig.2.7에 실험에 사용
된 모델과 실험장치의 형상을 나타낸다.  

 

 
Fig. 5 ASIS Test model 

 
이 연구에서는 정적인 실험과 동적인 실험을 병행하여 수행하

였고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난 변위-반력 관계와 선측 외판의 
변형 형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단일 거
어더 모델로 선측 외판의 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비연속적 
형상을 띄고 있다. 이 기하학적 비연속성을 실제 연속된 구조를 
가진 선박에 적용했을 때에 다른 충돌 응답을 보일 수 있다고 판
단되어 Hong and Amdahl (2008)이 제안한 이론식을 연속 구조
물에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는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수치해석법의 검증 

본 논문에서 수행된 설계변수에 관한 연구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해석법의 
검증을 위헤 이중 선삭 선측 구조의 실험 결과와 Hong and 
Amdahl (2008)의 이론식을 사영하였다.  

 
3.1 충격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재료특성 

 
3.1.1 변형률 속도 영향 

 
동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정적 하중과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이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동적 충
격이 작용할 때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고려하기 위하여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이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을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Explicit에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다.  

다음은 Cowper-Symonds 구성방정식과 사용된 재료상수 값
을 나타낸다.  

 	 	 1 ∈                                      (2) 
 
여기에서, = Dynamic Yield stress 

 ∈  = Equivalent strain rate 
 , = Material constant 
 

본 연구에서 동적 계수 와 는 Jones, N(1989)에서 제시
한  = 40.0, = 5.0을 적용하였다. 
  

3.1.2 소성경화 구성 방정식 
 

대변형도에서의 소성 경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본 논문의 
수치해석에서는 식(3)과 같은 Swift(1952)의 구성방정식을 사용
하였다. 
 σ 	 1                                               (3) 
 
여기에서,  = Yield stress 
 ∈  = Plastic strain 
 ∈  = Yield strain 
 n   = Plastic strain hardening exponent 
 

 Fig. 6 Applied Nonlinear strain hardening curve 
 

여기서 소성 경화지수(n) 값은 인장시험을 통하여 산출되며 본 
논문에서는 0.2를 대입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3.3 수렴성 검증 
 

유한 요소법의 수치해석에 앞서 모델에 합당한 요소의 크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소의 크기가 합당하지 않다면 
수치해석의 결과는 많은 오차를 내포하게 된다. Table 3.2에 
나타낸 조건을 바탕으로 수치해석 모델 요소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충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요소의 개수가 120000개 
정도에서 수렴함을 Fig. 3.3에 나타내었다.  
 
Table 4 Collision conditions of the convergence test model 

Model Vel.(mm/s) Striker L(mm) Striker 
Mass(kg) 

Striker 
Head type 

DH-2 6260 550 400 Knif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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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Result of convergence test 
  이 모델에서 충돌체가 충돌하는 부분을 판 두께와 동일한 
2mm로 상세하게 분할하여 해석하였고, 충돌부에서 먼 곳은 좀더 
큰 요소를 사용하였다.  
 

3.4 수치 해석 모델 
 

해석 모델은 4절점 shell 요소를 적용하였고 충돌체(Striker)의 
모델은 간단한 형상에 knife edge를 갖도록 모델링하였다.  

실제 낙하높이에서부터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낙하높이에 
의거한 초기속도를 계산하여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해석 시간을 
감하였으며, 충돌체의 무게중심부에 대표 노드를 지정하여 앞서 
언급된 초기 속도를 적용하였다. 또한 무게중심부에 대표 요소를 
지정하여 충돌체의 mass와 rotary inertia를 정의하였다.   

실험 특성상 충돌체가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에서 충돌체는 Rigid로 가정하였고 
ABAQUS/Explicit에서 Rigid요소인 R3D4를 적용하였다. 또한 
피충돌체의 요소는 Qued4 요소에 Large strain을 확인할 수 있는 
S4R로 정의하였다. 모델의 경계조건은 Lower plate가 Drop test 
bed 사변에 bolting으로 단단히 고정되었기 때문에 
사변고정지지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Fig. 6은 변형 전 수치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Fig. 7은 변형 후 모습을 나타낸다. 

 

 Fig. 8 Numerical analysis model 
 

 (a) Whole model 

 (b) Cross section of the struck position 
Fig.7 Numerical analysis model after striking 
 

3.5 수치 해석 결과의 비교 
 

3.5.1 실험 결과와의 비교 
 

수치해석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값이 Table 5에 정리
되어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치해석의 결과는 모델 
DH-1과 DH-2에서 각각 14.4%와 14.8%의 오차를 보이고 있
다. 추정값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충돌 실험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수용할 만한 수준의 정
확도로 보인다. . 
 
Table 5 Comparison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those of 
test 

Model
Depth of dent 

(mm) 
experiment numerical 

DH-1 55.9 63.91 (+14.4%) 
DH-2 42.8 49.13 (+14.8%) 

 
 



 

 

3.5.2 이론식과의 비교 
 

Hong and Amdahl(2008)이 제안한 이론식, 식(1)과 수치해석의 
결과를 럏.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치해석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값이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식의 추정값과 수치 해석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로 
짐작컨데 Hong and Amdahl(2008)이 제안한 식은 단일 거어더의 
손상 추정에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선박과 같은 연속적인 
구조물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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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Comparison of numerical analysis results with analytical 
equation proposed by Hong and Amdahl(2008) 
 

4. 설계변수의 영향  
4.1 Girder thickness의 영향 

 
4.1.1 변위와 충격력 결과 

 
  충돌 시 외부압력을 흡수해 주는 보강재의 크기가 변화할 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irder thickness를 2mm, 5mm, 7mm로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9는 변위 이력을 보여주고 있고, Table 6에는 영구 변형을  
정리하였다. 이 그림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께가 2mm에서 
150% 증가한 5mm의 경우 변위는 약 70%정도 감소한 
14.37mm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250% 증가한 
7mm에서는 약 78.5% 감소한 10.54mm의 변위를 나타낸다. 
2mm와 5mm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데 반하여 5mm와 

7mm에서는 약 8%정도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girder의 
설계 시에 경제성이 입증되는 girder의 두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Fig. 9  Effects of girder thickness variation on deformation 
history 
 
Table 6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girder thickness 

DH-2 
model 

Girder thickness (mm) 
2 5 7 

Deformation 
(mm) 49.13 14.37 10.54 

 

 Fig. 10 Collision force of struck model (thickness change) 
 
  Fig. 10은 모델이 받는 충격하중을 나타낸다. 여기서 변위는 
upper plate의 두께로 무차원화 하였고 Force는 판의 항복응력과 
판의 가로, 세로 길이의 곱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Girder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변위는 줄어들고 충돌력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Girder가 변화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될 점은 두께가 
커질수록 flexibility가 작아지므로 부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짐이나 찢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4.1.2 Girder 변형 형상 이력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모델이 충돌체와 충돌 후 
girder의 변형 형상의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시간에 따른 Girder의 변형 형상을 다음 Fig, 



 

 

11에 나타내었다. 
Time(s) Girder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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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hape history of girder cross section  
 
다음 Fig. 12는 충격 후 실제모델의 girder의 단면을 나타낸다. 이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에서의 거어더의 변형이 실제 
구조물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12 The shape of cross section of experimental model  
 

4.2 Girder 높이의 영향 
 
 본 절에서는 Girder 높이에 따른 변위와 충격력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우선 Fig. 4.4와 table 4.3에 변위에 따른 그래프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3 Effects of girder height variation on the deformation 
history 
 
Table 7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for different girder 
heights 

 DH-2 
model 

Girder height (mm) 
175 250 325 

Deformation 
(mm) 50.57 49.13 49.73 

  결과 값에서 알 수 있듯이 girder 높이의 경우는 3가지 경우에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 모델의 변위의 차이가 
3%보다 작았으며, girder의 변형 형상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collision force에 관한 이력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4 Collision force of struck model (height change) 
   충돌력 또한 변위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 
두드러진 경향을 볼 수 없었다. 이는 girder 높이가 충돌에너지의 
흡수나, 충격 후 변위에 관해서 독립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margin을 가진 girder 높이가 선정된다면 선박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설계변수에서 girder 높이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Upper plate 두께의 영향 
 

  Upper plate의 두께가 충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충격에너지를 수직으로 받는 girder와 다르게 수평적으로 
분산시켜주는 Upper plate, 즉 outer shell의 두께를 변화 시켰을 



 

 

시의 변위 양상을 Fig 15와 Table 8에 나타내었다. 
 

 Fig. 15 Effects of upper plate thickness variation on 
deformation history 
 
Table 8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different upper plate 
thicknesses 

 DH-2 
model 

Upper plate thickness (mm) 
2 4 6 

Deformation 
(mm) 49.13 35.36 29.08 

 
 Upper plate 두께가 2mm식 늘어갈수록 변위는 각각 28%, 40.8% 
정도로 줄어듬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upper plate, 즉, outer 
shell이 두꺼워 지면 수평적으로 응력을 분산시켜 같은 충격력이라 
하더라도 더 작은 치수의 부재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girder의 변형 이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 차이점을 
Fig..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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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hape history of girder cross section  
 

Fig. 1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mm인 경우는 girder의 
윗부분에서 완전한 folding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반하여 
6mm의 경우에서는 folding전까지, 즉 girder가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휘어지는 변형까지 일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충돌력에서도 앞선 수치해석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Fig. 17에 나타내었다. 
 

 Fig. 17 Collision force of struck model (upper thick. change) 
 
 본 절의 collision force는 girder thickness의 collision force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Girder thickness에서는 무차원화 된 변위가 
눈에 띄게 줄면서 force의 peak value가 4~6배 가량 커졌으나 
upper thickness가 변하였을 때는 좀 더 완만하게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upper plate에서 충돌체의 외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4.4 충돌체 질량의 영향 
 
 본 절에서는 충돌체의 질량을 400kg, 600kg, 800kg으로 
변화시켜 충돌력이 변화할 때의 변위와 변형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Fig. 18과 Table 9에 변위 그래프와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18 Effects of variation of striker mass on deformation 
history 
 
Fig, 18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충돌체의 질량이 중가함에 따라 
변위는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400kg을 기준으로 
600kg일 때 변위는 40% 증가, 800kg일 때는 75%정도 
증가하였다. 
 



 

 

 
Table 9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different striker 
masses 

DH-2 
model 

Mass (kg) 
400 600 800 

Deformation 
(mm) 49.13 68.63 86.00 

 
 Fig. 19에서는 충돌력의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의 면적을 
적분하여 본 결과 400kg, 600kg, 800kg은 각각 2025, 2683, 
3231로써 mass가 커질수록 collision force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mass가 커질수록 force의 peak value가 작아지고 
변위가 늘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변위 그래프 Fig. 4.8과 
비교하여 본다면 mass가 큰 800kg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피충돌체에 힘을 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측에 
충돌하였을 경우 충돌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긴 시간 동안 더 큰 
변형을 일으킴을 확인 할 수 있다. 

. 

 Fig. 19 Effects of striker mass variation on collision force history 
 

4.5 충돌 속도의 영향 
 
  충돌 속도를 6.26m/s, 7.22m/s, 8.23m/s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는데 위의 속도는 약 12kn, 14kn, 16kn 정도로 
실제 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속도를 선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0과 Table 10에서 변위 이력과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20 Effects of collision velocity variation on deformation 

history 
Table 10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different collision 
velocities 

DH-2 
model 

Velocity (m/s) 
6.26 7.22 8.32 

Deformation 
(mm) 49.13 63.91 76.26 

 
  충돌 속도가 변화하였을 때에도 충돌체 질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비례적으로 변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21에는 
충돌 속도의 변화가 충돌력의 이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충돌력의 경우 충덜체의 질량이 변할 때 충돌력의 최대값과  
변위가 모두 변하였던 반면에 충돌 속도의 경우는 모든 경향이 
유사하고 단지 최종 변위만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21 Effects of collision velocity variation on collision force 
history 
 

4.6 충돌 위치의 영향 
 
  충돌체의 충돌 위치에 따라서 변형 양상이 달라질 것을 
예측하여 충돌 위치를 세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22 ~ 24는 충돌체의 충돌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22 Collision location 245mm away from one edge of 
model 
 
Fig. 22는 girder와 나란한 위치에 충돌체가 맞은 경우를 
묘사하였다. 모델 위의 빨간색 선으로 girder가 있는 위치를 



 

 

표시하였다. Fig. 23은 모델의 center와 girder사이의 중간에 
충돌체가 충돌한 경우를 묘사한 것이고, Fig. 24의 경우 낙하 
실험에서 실제 충돌체가 맞은 위치를 나타낸다. 
 

 Fig. 23 Collision location 415mm away from one edge of 
model 

 Fig. 24 Collision location 608mm away from one edge of 
model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변위의 이력을 Fig. 25에 그리고 영구 
변형값을 Table 11에 정리하였다. 
 

 Fig. 25 Effects of different collision locations on deformation 
history 
 
Fig. 26은 세 가지 경우의 충돌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앞서 

언급되었던 예측과 다르게 center부위에 충돌한 608mm 경우와 
center와 girder 사이인 415mm에 충돌한 경우 변위와 충돌력은 

거의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Girder위에 나란하게 맞은 245mm의 경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충돌체의 길이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 힘을 
striker와 동일한 길이만큼의 girder가 분산해서 견디기 때문에 변위 
측면에서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나 충돌력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for different collision 
locations 

DH-2 
model 

Striker position from origin (mm) 
245 415 608 

Deformation 
(mm) 16.42 50.67 49.13 

 

 Fig. 26 Effects of collision location on collision force history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6가지의 설계 변수에 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첫째로 Girder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변위는 
적어지고 충돌력은 커지며 이는 두꺼운 girder일수록 변형되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될 
점은 두께가 커질수록 유연성이 작아지므로 부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짐이나 찢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선박의 설계 시 
충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두께로 부재의 치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찢어짐이나 깨짐보다는 유연하게 
휘어지며 에너지를 흡수하는 쪽이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유연선수구조처럼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보강재의 
치수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수행되었던 girder 높이의 영향은 미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llast tank등 다른 설계시에 필요한 치수로 girder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로 upper plate 두께를 증가 시키더라도 girder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처럼 충돌력이 확연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응력의 집중을 girder보다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upper plate 두께, 즉 이중 
선측 외판의 두께를 증가 시켰을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떨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치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수행된 충돌체의 질량과 충돌 속도의 
영향에서는 특별한 경향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충돌력이 커짐에 



 

 

따라 변위와 피충돌체가 받는 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행된 충돌 위치의 관한 영향은 girder등의 

보강재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위치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특이한 경향을 찾지 못했으나 girder 위에 충돌한 경우에는 
force의 집중으로 응력이 높아지며 대신에 보강재의 영향으로 
최대변위는 확연하게 줄어듬을 확인하였다.  

6가지 설계 변수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지만 충돌이나 좌초시의 
시나리오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수반하므로 충돌에 특징적 
응답을 보이는 설계 변수를 찾고 그 변수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시나리오, 예를 들어 충돌체의 edge부의 
형상이나 plate의 ratio, 잔류응력의 영향 등에 관하여도 실험과 
수치해석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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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형상최적설계에 관한 비교 연구
이재민, 이상훈, 이주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요 약

This study is aimed at comparing the optimum designs based on the isogeometric analysis with those by using 
commercial package. For this relatively simple structural members are chosed to illustrate the validity of shape 
optimization based on isogeometric analysis.

The isogeometric analysis procedure has been integrated with the optimization procedure to deal with the 
optimization problem. From the illustrated optimized results, shape optimum design based on isogeometric analysis 
shows good aggrement with that by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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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중을 받는 보강곡판의 최종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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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보강 곡판 구조는 일반 선박의 선저 만곡부 등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며 보강 곡판의 
경우는 컨테이너선 등의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보강 곡판은 해양구조물의 
종늑골 보강 원통 (stringer-stiffened cylinder) 부재나 최근 등장한 원통형 FPSO 의 원통의 
부재로 사용되고 있다. 각 선급에서는 비보강 곡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구조 설계에 
적용하도록 있지만, 탄성한계내의 이론에 기초한 해석적 방법이다. 보강 곡판의 경우는 
적절한 규정이 없어 주변에 인접한 보강 평판 구조의 설계치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 최종강도 해석에 근거한 보강곡판의 최종강도 한계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보다 합리적인 구조설계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용 비선형 해석 프로그램을 압축을 받는 보강 곡판의 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조합 하중을 받는 보강 곡판의 최종강도에 대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하였다. 이의 대상으로는 보강 곡판의 곡률, 
보강판의 두께, 보강재의 크기와 간격 그리고 횡보강재의 간격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행될 조합 하중을 받는 보강곡판의 최종강도 설계식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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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박스 거더의 잔류 최종강도 연구
강승훈, 이주성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On the Residual Ultimate Strength of Damaged Box Girder
Seung Hun Kang , Joo Sung Lee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The accurate estimate of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hull girders is an important task in ship structural 
design to ensure the structural safety when damaged due to collision and/or groundi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rectangular box girders when damaged. For this purpose, preliminary 
numer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a box girder model with changing damage level, which will be tested. As 
far as the present numerical analysis results are concerned, damage of bottom structure does much reduce the 
residual bending strength as it can be easily expected. Meanwhile damage of side structure doest not much affect the 
reduction of ultimate bending strength. This finding will be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and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real ship models.

Keyword: Box girder, Damaged state, Intact state, Non-linear analysis, Ultimate be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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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설계수명 동안 어떠한 조건에서도 선박은 안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및 유지보
수 등 각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선박이 설계 수
명 동안 안전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선급협회연합(IACS)가 
2006년 4월 1일부터 탱커 및 벌크선에 강제 적용한 
CSR(Common Structure Rule, 공통구조규정)이 대표적이며 또한 
최근에 들어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에
서는 선체 구조설계 시에 보강 판의 최종강도를 고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측면에서 선박을 좀 더 안전하게 하
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 중에서
도 우리는 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의 60%가 선박의 좌초나 충
돌에 의한 것(ITOPE[2007])임을 알 때, 선박의 손상 시에 관한 
안전여유를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탁기와 임채환, 
2008).

손상에 대비한 안전여유를 설계단계에서 많은 값을 적용한다
면 선박은 안전할 것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비효율 적일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면을 피하고 합리적인 손상에 대한 여
유 값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손상의 위치 및 정도에 따른 잔류최
종강도를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서 국제 선
박해양 구조물 회의(ISSC)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손상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른 최종강도의 변화
를 정량화 하고 잔류최종강도를 얻고자 선체 중앙단면을 단순화 
한 박스형 거더를 모델로 선택하여 선행적으로 MSC/PATRAN으
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ABAQUS를 이용한 해석 & 계산을 수행하
였다.

2. 해석모델 선정 및 손상정도의 정의
본 해석의 모델은 Fig. 1에서 나타난 4점 굽힘 실험 대한  선

행적 해석을 위해 실험 모델과 동일한 형태로 결정하였다. 그리
고 선정된 박스형 거더는 선체 단면을 이상화 하고 앞으로 진행
될 실험기구의 치수와 최대 하중 범위를 고려하여 Fig. 2과 같은 
단면으로 결정 되었다. 또한 박스형 거더는 실험에 사용될 
Loading Frame의 용량을 감안하여 본 연구실에서 개발된 최종
강도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부 치수를 결정하였다.

Fig. 1 Four point bending test scheme
위 과정을 통해 결정된 모델의 단면을 Fig. 2에 보였다. 보는 

바와 같이, 단면의 가로×세로는 B×D=200×150mm이고, 판과 
보강재의 두께는 모두 2mm이며, 보강재의 높이는 20mm이다.

Fig. 2 Dimension of intact model
손상된 부분의 물리적인 양에 따른 잔류최종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델의 손상 부위는 크게 선박의 충돌시의 파괴와 좌초에 
의한 파괴를 고려하여 Fig.4과 Fig. 5과 같이 파괴부위를 잘라낸 
형태로 Girder의 Side과 Bottom으로 나누었으며, 손상위치와 손
상의 정도를 Table1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서 
‘Side damage-1, 2와 3’은 Fig. 3에 보인 측면부위가 손상된 경
우인데, 손상의 정도를 손상비(damage ratio)  로 표시하
였다. 여기에서  는 손상 깊이(dent of damage)이고 는 횡
늑골 간격(transverse frame space)이다. ‘Breaking'은 파단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Bottom 부분은 Fig. 4에 보인 부위가 파단 된 
경우만을 다루었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대상 모델을 4 절점 사변형 요소로 모델
링하였다. Fig. 5에 ‘Bottom damage'의 경우에 대한 해석 모델
을 예시하였다.



State   Damaged area(mm2)
Intact 0 Intact

Side damage-1 0.05 50x50
Side damage-2 0.15 50x50
Side damage-3 Breaking 50x50
Bottom damage Breaking 100x50

Table 1 Categorization of analysis model 

Fig. 3 Location of damaged area on left side shell

Fig. 4 Location of damaged area on bottom plate

Fig. 5 Example of damaged model in bottom shell

3. CSR에 의거한 최종강도 계산방법
3.1 비손상시의 방법

본 연구에서 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값들은 모멘트 증분에 따
른 중앙단면에서의 y축에 대한 곡률 와 각 유한요소에서의 길
이방향 응력 이다. 얻어진 결과들은 아래에 설명될 CSR에 의
거한 최종강도 계산방법에 의해 해석모델의 최종강도를 얻어내
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Lee, 1989).

1) 모멘트 증분에 따라 각 단계가 형성이 되고 각각의 단계에
서 선체 중앙단면에서 각 요소의 곡률을 얻어낸다.  

2) 증분의 각 단계에서 축 방향 변형률을 얻기 위해 곡률이 얻
어지는 요소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 와 요소에서 얻은 곡률 
을 곱하면 각각의 요소의 변형률  를 얻을 수 있다.
     ×

                                         (1)
3) 식(1)에서 얻은 변형률을 아래의 Fig 6의 응력-변형률 선

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요소의 응력 을 구한다. 인장상태인 부
재의 응력-변형율 곡선은 Fig. 6(a)와 같이 완전 탄소성으로 가
정하였고, 압축상태인 부재의 응력-변형율 곡선은 Fig. 6(b)와 
같이 가정하였다.  와 는 각각 재료의 항복응력과 압축최
종강도이다. 각 요소의 응력을 얻어 낼 수 있으므로 각 요소의 
면적에 작용 응력을 곱하여 요소에 작용하는 하중 를 얻어 
낼 수 있다.
    ×  ×                                 (2)
여기에서,  
 = 요소크기,  = 판의 두께

Fig. 6 Stress strain relationship in CSR 
4) 각 요소에 작용하는 하중 에 중립축으로부터 요소까지

의 거리 를 곱하여 요소에 작용하는 모멘트 를 계산하고, 
단면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더하면 작용하는 모멘트 를 얻
어 낼 수 있다.

  




 ×
                                    (3)



여기에서 은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이다.
5) 특정 단계에서 얻어진 모멘트가 다음 단계에서 얻어진 모

멘트보다 작다면 1)부터 다음 증분단계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크
다면 특정 단계에서의 모멘트 값이 구하려고 하는 구조의 최종 
모멘트, 즉 최종강도가 된다.

3.2 손상시의 방법

모델의 비손상시에 중립축은 폭 방향으로 일정한 값을 가진
다. 반면 손상 시 모델은 충돌과 좌초로 인한 Bottom과 Side 
shell의 손실 및 변형에 의해 중립축은 폭 방향으로 변화한다. 따
라서 손상 시 모델에서 최종강도를 얻어 낼 때에는 중립축의 변
화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소개된 최종강도 계산과정에 2)과정에서 값이 모델 
폭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아래
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된 중립축을 계산하였다.

1) 모델의 중앙좌표 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은 모델
의 폭 방향을 은 모델의 깊이 방향을 의미한다.

2) 중립축은 1)과정에서 결정된 중앙좌표를 기준으로 손상정
도에 따라 기울어진다. 그 기울기는 축의 관성 모멘트 와 
축의 관성모멘트  그리고  와 축에 대한 관성 곱(product of 
inertia) 를  아래의 식(4)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다.

 




                               (4)

여기에서 
 ∑ ×                                       (5)
 ∑ ×                                      (6)
 ∑ × ×                               (7)
이다. 과  은 중립축에서 각 부재의 중심까지의 거리이

다. 는 손상에 의한 강성의 감소를 고려한 등가단면적으로서 
아래의 식(8)과 같이 정의된다(Yoshikawa et al., 2010).

  


×                                         (4)

여기에서,

 : 손상상태의 응력
 :  비손상상태의 응력
 A :  부재의 단면적

4. 해석 결과 및 분석
Fig 1에서 보듯이 실험 모델은 순수 굽힘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해석을 위한 모델링 또한 양쪽에서 일정한 곡률을 가하여 순수 
굽힘 상태가 되도록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모델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모델의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한쪽만 해석을 수행하
였고 유한요소의 크기는 5mm로 일정하게 사각형요소로 설정하
였다. 

Fig. 7 Bending moment-curvature curves

모델의 한쪽 끝에서 점차 모멘트를 증가시키면 각각의 요소에 
상응하는 모델의 곡률과 응력이 발생한다. 얻어진 값들을 앞 절
에서 소개된 CSR에서 제시한 최종강도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각
각의 Case에 대하여 Fig. 7에 무차원화 된 곡률, 과 무차
원화 된 굽힘모멘트 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는 
축에 대한 굽힘시 단면에서의 응력이 처음으로 항복응력에 도달 
할 때의 곡률인 소성 곡률(plastic curvature)이고, 는 축에 
대한 단면의 소성굽힘모멘트(plastic bending moment)이다.

위 결과에서 곡률변화에 따른 중립축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
다. 다만 모델의 Top 부분에 발생하는 좌굴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래프를 통한 결과로부터 손상을 입기전인 Intact상태에서 보
다 손상을 입은 후의 최종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측면 구조 손상의 경우보다는 Bottom 구조에서의 
손상의 경우에 최종강도 손실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각 손상 경우의 최종 굽힘 모멘트
를 단면의 소성굽힘모멘트로 무차원화 시킨 값과 Intact 상태의 
최종강도를 기준으로 한 최종강도의 감소 비율을 Table 2에 정리
하였다.  Table 2를 보면서 손상의 위치 및 정도에 따른 최종강
도의 감소율이 앞선 Fig. 7에서 보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측면 구
조 손상의 경우에서는 감소율이 작고 Bottom 구조 손상의 경우
에서는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ottom 손
상의 경우 단면의 손상 전 중립축에서 먼 위치의 부재가 손상되
었기 때문이고, 손상 된 측면 부재의 경우 손상 전 중립축에서 
부터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State  Reduction rate(%)
Intact 0.846 -

Side damage-1 0.825 2.4
Side damage-2 0.816 3.5
Side damage-3 0.805 4.8
Bottom damage 0.713 15.7

Table 2 Reduction rate of Ultimate Strength  

5. 결    론 
본 연구에서 순수 굽힘 모멘트를 받는 Box형 Girder에 대하

여 비 손상상태와 손상상태, 손상의 위치와 그 정도에 따른 최종 
굽힘 강도의 변화량을 정량화 하고자 실험에 앞서 ABAQUS를 통
해 해석을 수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손상의 위치에 따른 최종강도의 변화율을 ABAQUS를 이용
한 해석을 통해 그 값을 얻어 낼 수 있었다.

2) 비 손상 모델에 비하여 손상모델의 최종강도는  가 
증가할수록, 즉 충격에 의한 변형이 클수록 감소하며 Side shell
의 손상보다는 Bottom에서의 손상이 최종강도 감소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ide shell의 요소가 bottom
의 요소보다 Intact 상태의 중립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최종강도
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향후, 모델의 Aspect ratio 변화에 따른 최종강도 감소율의 

변화를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 할 것이며 동일하게 모델을 제작하
여 실험을 수행하여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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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on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Huynh Van-Vu, Cho Sang-Rai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Abstract 

Based on the Smith’s method, while calculating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 hull girders,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was not taken into account. Just only the two dimensional transverse section, which is 
transverse and vertical extents according to an assumption of rules, was considered. The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assumed occurring on an overall length of bays. Therefore, for estimating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under vertical bending moment of damaged ships will be performed by a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FEM) analysis which using many three dimensional models have taken as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differences.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on the commercial software ABAQUS with 
modified RIKS method and it to be applied on two models MST-3 and MSD of Nishihara experiments, the 1/3-scale 
Frigate model and the Double Hull VLCC in ISSC 2000. 

Key works: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damaged ship, nonlinear FEM analysis, FE model. 

 

1. Introduction. 

There exist several approaches to carry out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ship hull 
girders. The FEM can be a powerful method to 
perform to this collapse analysis. Many authors 
published papers on calculating the ultimate or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ship hull 
girders in intact or damaged condition by using 
the nonlinear FEM analysis. 

Pei and Fujikubo (2005) applied the new 
ISUM stiffened plate model to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a ship’s hull girder under 
longitudinal bending. He has a result on the 1/3-
scale welded steel frigate model and compared 
with the FEM model under sagging condition. 
The FEM model was performed by ABAQUS 
with detail boundary conditions, element type, 
meshes size, etc. 

Qi and Cui (2005a, 2005b and 2006) 
proposed an advanced analytical method AM to 
obtain the ultimate strength of intact and 

damaged ship hulls under vertical bending 
moment. The AM, FEM, and ISUM were 
applied on model tests and comparison result to 
each other.  

Harada and Shigemi (2007) obtained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in both sagging 
and hogging conditions in a series of nonlinear 
FEM analysis for the cross section of the ship’s 
hull between one transverse framing space for 
typical VLCC and Bulk carrier in ISSC 2000. 
He considered the elastic perfectly plastic of all 
materials, the strain hardening effect is 
neglected for safer side prediction, the nonlinear 
geometry with only initial deflections according 
to the elastic buckling mode. The FEM model is 
performed using MSC/Marc. 

Amlashi and Moan (2008) established the 
rational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criteria 
for the bulk carrier hull girder under combined 
global bending moment and local loading on 
hogging condition. He chose fin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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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es size in the 1/2+1+1/2 hold tank model 
of Bulk carrier in ISSC 2000. 

Feng et al. (2009) studied the standardized 
procedure on the nonlinear FE analysis of the 
ultimate strength of ship hull girder based on 
post buckling analysis by applied the modified 
RIKS method with nonlinear geometry in 
ABAQUS. The result compared between the 
nonlinear FEM and the Smith’s method. 

Shu and Moan (2009, 2010) obtained the 
ultimate hull girder strength of a Capsize bulk 
carrier under combined global and local loads in 
hogging and alternate loading condition using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by ABAQUS. 
A three cargo hold FE model with fine mesh in 
the middle cargo hold was developed for the 
nonlinear FE analysis. He considered the aid of 
volumetric damping in ABAQUS, the damping 
factor is dependent on the mesh size and the 
model extent. 

Although the nonlinear FEM is widely 
accepted to be the most reliable tools for the 
investigation of hull girder ultimate strength, the 
applications of nonlinear FEM for the ultimate 
strength and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complicated large structures such as hull girder 
of ships have been found very few due to the 
great demand on the computer resources and 
manpower. However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to carry out the nonlinear FEM 
analysis for the ultimate hull girder strength 
with reasonable computation cost and proper 
modeling. The ultimate strength and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hull girder using nonlinear 
FE analysis is expected to involve strong 
nonlinear phenomena due to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ity. 

In the present study,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under vertical bending moment of 
damaged ships will be performed by a nonlinear 
FEM analysis which using many three 
dimensional models have taken as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differences.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on the commercial software 

ABAQUS with modified RIKS method and it to 
be applied on two models MST-3 and MSD of 
Nishihara experiments (Nishihara 1983), the 
1/3-scale Frigate model (Dow 1991) and the 
Double Hull VLCC (ISSC 2000). 

2. Length of the finite element model. 

Many researchers proposed many kind of FE  
model length, from 1/2+1/2 transverse frame 
spacing (Pei 2005, Harada 2007 and Lee 2008), 
1/2+1+1/2 hold tanks (Amlashi 2008), three 
cargo hold model (Shu 2009, 2010) or 1+1+1 
web frame spacing (Feng 2009) for differential 
purposes. In this study, because the neutral axis 
shifting depend on the curvature of model 
during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influence of the 
boundary condition on the analysis by extend 
the enough lengthen model.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reasonable to at 
least extend the finite element model to the 
length of three web frames spacing. The middle 
section of the finite element model is the valid 
section for the analysis. In the transverse and 
vertical direction, a full breadth and full depth 
model should be applied, respectively. The 
properties of two extended parts are stronger 
than the validation part. 

3. Element type.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hell elements 
available for modeling steel-plate ship 
structures. The general purpose shell elements 
that are integrated in most finite element codes 
provide accurate solutions in those 
circumstances and are used for most thick and 
thin shell problems. In cases involving elasto-
plastic response, five integration points are 
commonly used through the thickness of the 
shell elements to provide adequate modeling of 
the progress of yielding. In ABAQUS/CAE, the 
shell element S4R5 was used. 

4. Material properties. 

The material considered as elastic-perfectly 
plastic. The strain rate effects and strain 
hardening will be neglected. The materials of 
the extended part should be simulated by 



elastic-perfectly plastic with higher yielding 
stress than the middle part. In this study, the 
yield stress of extended parts equal 1.2 times of 
middle part. 

5. Initial deflection. 

Initial imperfections in the form of geometric 
deflections and residual stresses are included in 
marine structures during fabrication. The 
imperfections are caused during a complex 
fabrication process and are subject to significant 
uncertainty related to the magnitude and spatial 
variation. In this study only initial geometric 
deflections are considered, residual stresses 
neglected. And initial deflections were assumed 
according to the elastic buckling mode. 

6. Boundary conditions. 

The displacement at the two ends of the 
model can be simulated by means of the 
multiple points constraints (MPC). The 
independent point, or reference point, is located 
at aft and fore end of model, there are the 
intersection between centerline and centroid of 
the cross section of ship hull girder. All nodes at 
the end of the model are associated with the 
independent point by rigid body connection. 
The simply supported will be applied at two 
reference points in Fig.1 and Table 1. 

 
Fig. 1 Fundamental FE model. 

7. Loads application. 

A unit bending moment corresponding to the 
ultimate vertical bending moment of ship hull 
girder should be applied at the reference point. 
In the modified RIKS method, the reference 
bending moment can be increased automatically 

be means of the load proportionality factor until 
the collapse of the ship hull girder. 

Table 1 Boundary conditions of independent points. 

Translational Rotational 
 

Dx Dy Dz Rx Ry Rz 

Aft end of 
model fixed fixed fixed fixed - fixed

Fore end of 
model - fixed fixed fixed - fixed

 The relation between reaction vertical 
bending moment and rotation angle θ of the end 
reference point will be performed. The peak 
value of reaction bending moment is the value 
of ultimate or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ship hull girder. 

8. Model MST-3. (Nishihara 1983)  

The length of MST-3 model is 540mm, 
therefore the overall length of finite element 
model is 540mm x 3. 

 
Fig. 2 The scantlings of cross section MST-3 model. 

The initial shape deflections are assumed 
according to elastic buckling mode given by 
equation (Fig.3). 

 b
ysin

a
xmsinoAiw ππ=   (1) 

where m = 3 is a number of half sinusoidal 
wave between the longitudinal stiffeners. a = 
3x(540/3) mm. b = (540/3) mm. A0, B0 and C0 
are the shape initial deflection amplitude of 
plate between stiffeners, stiffener sideways and 
stiffener lateral, respectively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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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nitial shape deflection is assumed. 

The elastic – perfectly plastic material 
properties are in Table 2.  

Table 2 The material and geometric properties of 
MST-3 model. 

Structural 
member 

Initial deflection 
(mm) The material properties 

Top plate Ao = 2.5% thickness 

Bottom plate Ao = 2.5% thickness 

Side plate 0 

Stiffeners Co = 40% thickness 

E = 207000 MPa 
ν = 0.277 

σY = 287.4 MPa 
(validation part)

ρ = 7.85E-9 tonne/mm3 

The FE model of MST-3 shows in Fig.4, the 
shell element S4R5 should be applied, number 
of nodes are 18931 and number of elements are 
18720. 

 
Fig. 4 The finite element model of MST-3. 

In Table 3,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this method compared with experiment result 
and Feng (2009) prediction. With almost finite 
element model properties are similar to Feng 
(2009) accept welding residual stress, this 
nonlinear FEM result nearly the experiment. 
Therefore this nonlinear FEM can be predicted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box girders, 

and also using obtained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damaged cases. 

Table 3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in intact 
case for MST-3. 

Feng (2009) 

MU 

(E+8 Nmm) 
Experiment

NFEM 
Only 
initial 

deflection 
Perfect 
model 

Initial 
deflection 

& 
Residual 

stress 

Sagging 5.8840 5.9791 7.428 5.24 

Difference - - 1.6 % - 26.2 % 10.9 %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on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has been 
estimated by changing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by deleted all elements in damage 
area where the red rectangular located in Fig.5. 

Half of validation part 
denoted by halfv 

Half of overall length model 
denoted by halfm 

Full of validation part 
denoted by fullv 

Full of overall length model 
denoted by fullm 

Fig. 5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are 
assumed in this study. 

Two cases of collision and grounding 
damaged have been considered by delete one 
element (denoted by C1 or G1) and two 
elements (denoted by C2 or G2) in cross section 
box girder, which element is defined the 
stiffened plate of box girder. In each case,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changes 
following Fig.5. The value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between each case shows 
in Table 4 and Fig.6. 

It can be observed that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o the residual 

Extend Valid. Extend

   
Extend Valid. Extend

   

Extend Valid. Extend

   
Extend Valid. Extend

   



longitudinal strength for MST-3 is an 
inappreciable difference. 

Table 4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damaged cases for MST-3. 

Hogging 
(MU

Intact = 6.6290) 
Sagging 

(MU
Intact = 5.9791)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1 element 2 element 1 element 2 element

Collision cases 

halfv 6.0716 5.7126 5.2410 4.2811 

halfm 6.4060 5.6776 5.2842 4.2725 

fullv 6.5137 5.9473 5.2237 4.3432 

fullm 6.2861 5.8507 5.3590 4.5336 

Grounding cases 

halfv 4.6922 3.6519 5.7196 5.1652 

halfm 4.5529 3.6140 5.6340 5.0429 

fullv 4.6369 3.8698 5.7481 5.2054 

fullm 4.7310 3.1337 5.7335 5.2370 
*Note. MU unit is E+8 Nmm 

 

 
Fig.6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o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MST-3. 

 

 
Fig. 7 The Von-Mises stress plot of validation part in 

C1-halfv-Sag and G2-halfv-Hog for MST-3. 

9. Model MSD. (Nishihara 1983) 

The length model, the overall length of finite 
element model, the elastic-perfectly plastic 
material properties and initial shape deflection 
of MSD are similar to MST-3 model (Table 2). 
The shell element S4R5 should be applied on 
FE model, number of nodes are 23571 and 
number of elements are 23400. 

Table 5.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in intact 
case for MSD. 

Hogging Sagging Condition 

Experiment NFEM Experiment NFEM

MU (E+8 Nmm) 5.9330 6.0781 8.38469 8.3408

Difference - - 2.4 % - 0.5 %



In Table 5,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this method compared with experiment 
results, and it is nearly the experiment result.  

 
Fig. 7 The scantling of cross section MSD model. 

Table 6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damaged cases for MSD. 

Hogging 
(MU

Intact = 8.3408) 
Sagging 

(MU
Intact = 6.0781)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Collision cases 

 1 el. 2 els. 1 el. 2 els. 

halfv 7.7480 6.9157 5.2601 4.3014 

halfm 7.6469 6.7951 5.3154 4.2884 

fullv 7.7686 7.0984 5.2909 4.4245 

fullm 7.6240 7.0399 5.3368 4.6336 

Grounding cases 

 outside inside outside inside 

halfv 6.7367 5.3741 5.7849 5.6140 

halfm 6.9967 5.4096 5.6760 5.4700 

fullv 7.2057 5.7361 5.7765 5.6856 

fullm 6.923 5.4303 5.6512 5.5959 
*Note. MU unit is E+8 Nmm 

 

 
Fig. 8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o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MSD. 

 

 
Fig. 9 The Von-Mises stress plot of validation part in 

C1-fullv-Sag and Gi-fullv-Hog for MSD. 

Similarly MST-3 model, two cases of 
collision damaged have been considered by 
delete one element (denoted by C1) and two 
elements (denoted by C2) in cross section box 
girder. The grounding damaged case, however, 



has been considered two elements outside 
(denoted by Go) and four elements included 
inside box girders (denoted by Gi) damaged. 
The value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shows in Table 6. 

It can also be observed from Table 6 and 
Fig.8 that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does 
not change so much with different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10. The 1/3-scale Frigate model (Dow 1991) 

The total dimensions of the 1/3-scale Frigate 
model are 18m length, 4.1m breadth and 2.8m 
depth. The validation part is one frame space, 
equal 457.2 mm. Therefore the length of finite 
element model is 457.2mm x 3. 

The elastic – perfectly plastic materials 
should be applied, Young modulus E = 207000 
MPa, Poisson ratio ν = 0.3, yield stress of 
validation part σY = 245 MPa, extend parts σY = 
1.2 x 245 = 294 MPa. 

The initial shape deflection (Pei 2005) is 
carried out for only plate panel of deck and side 
shell until No.2 deck. Another plates and 
stiffeners of finite element model are assumed 
perfection. The amplitude of initial shape 
deflection is assumed elastic buckling mode 
according to equation (1), with detail value is 
(Lee 2008) 

 A0 = 0.1 β2 t   (2) 

where 
Et

b Yσ=β  is the slenderness ratio, t is the 

plate thickness.  

The value of initial deflection amplitude for 
each plate located in Fig.10 are A1 = 2.43mm, A2 
= 1.62mm, A3 = 0.68mm, A4 = 0.40mm, A5 = 
0.73mm, A6 = 1.59mm. 

In very fine mesh of validation part on Fig.10, 
the meshes size is 24 elements for longitudinal, 
8 elements for transverse and vertical between 
two stiffeners. In fine mesh in other area of 
validation part, the meshes size is 12 elements 
for longitudinal, 6 or 8 elements for transverse 
and vertical between two stiffeners. In coarse 
mesh of extend parts, the meshes size is 8 

elements for longitudinal, 3 or 4 elements for 
transverse and vertical between two stiffeners. 
The element type is shell element S4R5. Totally, 
this FE model has taken as 34130 numbers of 
node and 34502 numbers of element. 

The boundary conditions and loading 
application are similar to section 6 and 7. 

 
Fig. 10 The FE model of the 1/3-scale Frigate. 

 
Fig. 11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in intact 

sagging condition for Frigate model. 

In Fig.11 shows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the 1/3-scale Frigate model in intact 
sagging condition. This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the experiment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nonlinear FEM can be predicted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Therefore, this 
FE model will be used estimation of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damaged conditions. 

A1

A2 
A3 

A4 

A5 

A6 



It is considering two cases of collision 
damaged in sagging condition. Once case, the 
vertical extent of damage from upper deck to 
No.2 deck, it is denoted by C-No2, and another 
case the vertical extent of damage from upper 
deck to No.4 deck, it is denoted by C-No4. In 
each case,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change follow Fig.5.  

Table 7.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collision cases for Frigate. 

C-No2 C-No4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MU Reduced MU Reduced 

halfv 7.39181 23.46% 7.01075 27.40% 

halfm 7.39641 23.41% 7.02484 27.26% 

fullv 7.41198 23.25% 7.02251 27.28% 

fullm 7.40376 23.33% 7.0230 27.27% 
*Note. MU unit is E+8 Nmm, MU

Intact = 9.65688 

 
Fig. 12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o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Frigate. 

From Table 7 and Fig.12, it can be also 
observed that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the 1/3-scale Frigate model does not depend 
on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11. Double Hull VLCC. (ISSC 2000) 

The validation part is one frame space, equal 
4980 mm. Therefore the length of FE model is 
4980mm x 3 (Fig.14). 

The elastic – perfectly plastic materials 
should be applied, Young modulus E = 207000 
MPa, Poisson ratio ν = 0.3, yield stress of 
validation part σY = 376.32 MPa and 423.36 

MPa, yield stress of extend parts equal 1.2 times 
of the validation part. 

 
Fig. 13 The Von-Mises stress plot in  

C-No2-fullv-Sag for Frigate. 

 
Fig.14 The FE model of Double Hull VLCC. 

The initial shape deflection is carried out for 
only plate panel in validation part. The 
amplitude of initial shape deflection is assumed 
elastic buckling mode according to equation (1), 
with detail value is A0 = 0.1 β2 t. 

In fine mesh of validation part on Fig.15, the 
meshes size of plate panel is 24 elements for 
longitudinal, 4 elements for transverse and 
vertical between two stiffeners. In coarse mesh 
of extend parts, the meshes size is twice 
validation part. The element type is shell 



element S4R5. Totally, this FE model has 
155345 numbers of node and 159584 numbers 
of element. 

 

 
Fig. 15 Meshes size on Double Hull VLCC model. 

The boundary conditions and loading 
application are similar to section 6 and 7. 

In Table 8 shows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the Double Hull VLCC model in 
intact condition.  

Table 8.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in intact 
condition for Double Hull VLCC. 

MU 

(E+13 Nmm) 
NFEM Harada 

(2007) 
ULSAN 
program 

Sagging 2.45996 2.24 3.0624 

Hogging 3.40979 3.38 3.3406 

In collision and grounding damaged case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xtents of damage 
according to assumptions of ABS, DNV and 
MARPOL rules, which value shows in Table 9.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follow in 
Fig.5. The results show in Table 10 and Fig. 17. 

It can be observed that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ouble Hull VLCC is 
very small changing by different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according to assumptions of 
each rule. 

Table 9 Vertical extents of damage by rules. 

Collision (mm) Grounding (mm) 
Rule Bulk 

Carrier 
Double Hull 

VLCC 
Bulk 

Carrier 
Double Hull 

VLCC 

ABS 6780 7600 8330 9660 

DNV 20320 18240 27500 31900 

MARPOL - 30400 - - 

 

 
Fig. 16 The Von-Mises stress plot in collision or 

grounding by ABS assumption. 

 

 

Fine meshes 

Coarse meshes 



Table 10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damaged cases for Double Hull VLCC. 

Hogging 
(MU

Intact = 3.4098) 
Sagging 

(MU
Intact = 2.4600)  

ABS DNV MARPOL ABS DNV MARPOL

Collision cases 

halfv 3.3058 3.2777 2.6789 2.2981 2.2451 1.8496 

halfm 3.3218 3.2775 2.6820 2.2998 2.2466 1.8460 

fullv 3.3021 3.2730 2.6723 2.3020 2.2516 1.8544 

fullm 3.3040 3.2713 2.6821 2.2991 2.2483 1.8544 

Grounding cases 

halfv 3.1360 2.7159 - 2.4135 2.2740 - 

halfm 3.1534 2.7223 - 2.4120 2.2670 - 

fullv 3.1669 2.7274 - 2.4133 2.2829 - 

fullm 3.1860 2.7464 - 2.4042 2.2751 - 

*Note. MU unit is E+8 Nmm 

 

 
Fig. 17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for Double Hull VLCC. 

 

 
Fig. 18 The Von-Mises stress plot in collision or 

grounding case by DNV and MARPOL. 



12. Conclusions. 

The effect of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to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has been 
performed by nonlinear FEM analysis. This 
method was taken into account for two 
Nishihara’s models, 1/3-scale Frigate model and 
Double Hull VLCC. The result was obtained by 
nonlinear FEM analysis have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does not depend on 
the longitudinal extent of damage. 

Finally, it can be clearly concluded that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only related with transverse and horizontal 
extents of damage area which were performed 
in cross section plane of ship hull girders, does 
not depend on the longitudinal extents of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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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선급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된 선체 구조물에서도 충격압력 하중 하에 심각한 손상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선급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은 최대 충격압력을 추정하는 것에만 관건을 
두었는데 최근 ISSC2009 COMMITTEE V.7 의 보고서(Cho et al., 2009)에 따르면 충격의 
최대압력뿐만 아니라 지속시간 또한 충격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을 개발하기 위해 충격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 이전의 설계식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슬래밍과 같이 충격압력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긴 경우를 고려한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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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슬래밍, 슬로싱, 그린

워터 등과 같은 충격압력 하중하의 구조 손상 문제가 더욱 부각되
고 있다. 이런 충격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매우 큰 동압력이 짧은 시
간동안 발생하게 되어 구조의 거동은 정적인 경우 보다 복잡한 양
상을 띄게 된다. 이로 인해 고려해야할 설계변수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선급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된 선체 구조물에서도 심각한 
손상 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현재의 선급 규정
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의 많은 연구자들
은 최대충격압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에 관건을 두었는데 최근 
ISSC2009 COMMITTEE V.7의 보고서(Cho et al., 2009)에 따르면 

충격의 최대압력뿐만 아니라 지속시간 또한 충격압력을 받는 구조
물의 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선박에 작용하는 충격하중 중의 하나인 슬래밍의 경우는 충격으
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정도가 구조설계자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
다. 하지만 충격을 받는 탄소성 구조물에 대한 실험연구는 별로 보
고된 적이 없다. Mori(1977)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보강평판
에 대한 낙하실험을 다양한 높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각 낙하
실험마다 발생된 손상을 계측, 보고하였다. 그리고 최대압력부의 

지속시간이 대략 구조물의 공기 중 고유주기의 2~3배가 됨을 보여
주었다.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바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서는 다수의 관련 실험자료가 필요한데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슬래밍을 염두에 둔 손상 실험의 결과는 드물다.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높은 압력이 작용하는 즉, 폭발하중
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는 많이 수행되었
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폭발 하중 실험은 Jones(1970, 1971b, 1973, 1989)와 Nurick 
(1996)과 공동연구자들(Olson et al. 1993, Yuen and Nurick 2005)
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Jones(1970)는 폭발하중을 받는 알루미
늄 합금 및 연강 재료의 평판에 대해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Nurick and Shave(1996)는 폭발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Yuen and Nurick(2005)은 폭발하중을 

받는 평판 및 보강판에 대해서 실험 및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리고  Schleyer et al.(2003)은 충격하중을 받는 사각형 평판
에 대해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충격하중을 받는 

사각형 평판에 대한 크기효과(Scale effect)에 대해서 실험 및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Schley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을 받는 평판에 대한 실험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먼저 검증하였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판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만
으로 슬래밍 하중의 이력을 단순화한 다음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
행하였다. 이 결과를사용하여 충격압력을 받는 평판의 손상에 대한 

설계 변수의 영향을 검토한 후 비보강판의 손상 추정 설계식을 개
발하였다. 
 

2. 해석법의 검증 
 
2.1 실험자료 
 

해석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결과와의 비
교작업을 수행하였다. 비교작업에 사용된 평판실험 모델은 Nurick 
and Shave(1996)가 수행한 43 개, Nurick et al.(1995)의 4 개,  
Yuen and Nurick(2005)의 2 개 Schleyer et al.(2003,2004)의 4 개 
그리고  Olson et al.(1993)이 수행한 15 개로 총  68 개이다.   

 
2.2 실험모델의 해석 결과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경화
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식 (1)을,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
기 위하여 Cowper-Symonds의 식, 식 (2)를 적용하였다. 실험자료
에서 경화계수는 주어져 있지 않아서 Park and Cho(2006)가 사용
한 250MPa을 사용하였고, D 와 q 값은 일반적으로 연강에 적용되
는 40과 5를 각각 사용하였다. 

 σ   ·                                   ( 1 ) 
 

여기서, Pε = equivalent plastic strain 

= static yield stress 
 

,  1                 ( 2 ) 
 

여기서, ,  = Dynamic yield stress 

   = equivalent strain rate 

실험값과 수치해석 값의 비(Xm)의 평균값이 약 0.972정도이고 

COV는 21.1%정도이다. 42, 43, 68번의 모델은 Xm이 0.241, 
0.095, 0.527이다. 실험값과 해석 값이 차이가 큰 이 3개의 모델은 

실험에서 shear failure모드로 파손이 된 모델들이다. 이 모델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3 개의 모델을 제외
하면 Xm의 평균값은 약 1.003이고 COV는 14.04%가 된다. Fig. 1
에는 임펄스와 Xm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임펄스
를 정적 붕괴압력(Static Collapse Pressure)과 구조물의 저차의 고
유주기를 사용하여 무차원화 해 주었다. 그리고 사변이 고정지지된 

평판의 정적 붕괴압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Jones, 
1971a).  이상의  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해석법
은  적절한 수준의 정확도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numerical analyses and 
experimental results 

  1                               ( 3 ) 
                                               

여기서,  = · 4 

t = plate thickness 
 

또한, 사변 고정지지된 평판의 고유주기는 식 (4)를 사용하여 구하
였다(Sinha, 2008). 

 f 5.544 · 10 · · 0.6045        ( 4 ) 
 

여기서,  a = plate length[mm] 
b = plate breadth[mm] 
Tn = 1/f [1/sec] 

 

3. 파라메트릭 스터디 
3.1 파라메트릭 스터디에 사용된 모델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위해 실제로 건조된 LNG 선박의 선수 플
레어 부분의 보강판에서 종보강재와 횡보강재 사이의 비보강평판을 

수치해석 모델로 사용하였다. 평판의 폭은 800 mm, 길이는 3000 
mm 그리고 두께는 20 mm 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LNG 선박의 제
원은 길이 270.9m, 폭 44.2m, 깊이 26m, 흘수 12.35m이다.  

보강판의 재료 특성치는 Table 1과 같고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
물의 동적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경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
여 식 (1)을,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Cowper- 
symonds의 식, 식(2)를 적용하였고, 경화계수(Hardening modulus)
는 Park and Cho(2006)가 사용한 250MPa을, D 와 q의 값은 일반
적으로 연강에서 적용되는 40 과 5를 각각 사용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alysis model  
Yield stress(MPa), σo 249 
Elastic modulus(MPa), E 206000 
Mass density(Ton/mm3), ρ 7.85E-9 
Poisson's ratio, υ 0.3 
Hardening modulus, Eh 250 
Rupture strain(%) 30 
strain rate(s-1), D 40 
strain rate, q 5 
 

 

3.2 압력 이력  형상의 단순화 
   

본격적인  파라메트릭 스터디에 앞서 압력 이력 형상의 단순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슬래밍에 의한 충격하중의 대표적인 형상은 

Fig.2과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의 초기에는  날카로
운  형상을  보이다가 긴 꼬리 부를  보이고 있다. 이 형상의 단순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긴 꼬리부와 초기 최대 압력부의 형상이 

손상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2 Typical slamming pressure history (DNV, 1978) 

 
3.2.1 꼬리부의 영향 

 
.Lee and Kim(1999)의 연구에 의하면 하중의 꼬리부는 임펄스의 

양의 증가에 비해 구조물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
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하중의 꼬리부의 영
향을 살펴보았다. 꼬리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구조물은 

a=3000이고 b=800(aspect ratio=3.75)인 비보강판 구조물을 사용
하였다. 사용된 충격하중의 형상은 Fig. 3과 같다. 여기서 최대 충
격압력(Peak pressure)은 식 (3)에서 나타낸 정적붕괴압력(Static 
Collapse Pressure)의 4배를 사용하였고, 최대 충격압력의 지속시
간(Peak width)은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0.5, 1, 2배를 사용하였고, 



 

 

꼬리부의 크기(Tail pressure)는 최대충격압력의 0.1, 0.2, 0.3배를 

사용하였고, 꼬리부의 지속시간(Tail duration)은 최대 충격압력의 

지속시간의 1.5, 3, 4.5배를 사용하였다. 
     

 

 
 
 
 
 
 
 

 

 

Fig. 4(a)와 4(b)에서는 꼬리부의 압력크기(Pt) 및 지속시간(Tt)이 판
의 영구처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Tp는 피
크부의 지속시간(Peak duration)이고 Ppeak는 최대 충격압력(Peak 
pressure)을 뜻한다.  

 
(a) 

 
(b) 

Fig. 4 Effect of tail part on the extent of damage:  
(a) Tp=0.5Tn, (b) Tp=2.0Tn 

Fig. 4(a)에서는  Tp가 0.5Tn일 때의 손상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충격하중의 꼬리부는 영구처짐을 최대 8.2%증가시킨다.  
그리고 Fig. 4(b)에서는 Tp가 2.0Tn일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꼬리
부가 영구처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Mori(1977)와 Luo(2010)에 의하면 최대충격부의 지속시간이 구조
물의 공기 중 고유주기의 2~3배가 된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에서
는 Fig. 4(b)에서 보여주는 경향에 가까울 것이므로 충격압력을 받
는 구조물의 영구처짐에 미치는 꼬리부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3.2.2 최대 압력부 형상의 영향 
 

앞의 결과로부터 충격압력의 꼬리부는 평판 손상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대 충격압력의 크기 및 최대 충격압력의 지
속시간이 평판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
대 압력부 형상이 평판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여
러 형태의 삼각형하중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에 사용한 하중의 형태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사각형 

하중도 참고로 표시하였고, 이에 대한 계산도 수행하였다. 

 

Fig. 5 Impulse shape used in numerical analyses 

각 평판에 최대압력이 정적붕괴압력의 2, 3, 4배가 되고, 지속시간
은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0.1, 0.25, 0.5, 0.75, 1, 2, 3, 4, 5, 6, 8, 
10, 15, 20배가 되는 충격압력을 적용시켰다. 경계조건은 4변 고정
지지를 적용하였다. 여기서는 최대충격압력, 최대충격압력 지속시
간, 최대 충격압력 도달시간(Rising time) 그리고 임펄스의 형상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8 에서는 최대충격압력이 

정적붕괴압력의 4배인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축은 각각 

최대 충격압력 지속시간을 구조물의 고유주기로 무차원화 한 값이
고(로그스케일로 나타내었다), 횡축은 판의 영구변형을 판의 두께로 

무차원화 시킨 값이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직사각형 형태의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
는 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보다 길어지면 영구변형이 정적으
로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보다 11.4%가량 큰 영구처짐을 가지며 수
렴한다. 또한, 단순감소 형태 (0tr-tri_ impulse)의 임펄스가 가해졌을 

경우는 최대 충격압력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10배 이상
이 되었을 경우에는 변형이 직사각형 형태의 임펄스를 가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삼각형 하중

Fig. 3 Pressure history used in numerical analysis 

T
p
 Ppp Tt 



 

 

이 가해졌을 경우는 단순감소 형태(0tr-tri_impulse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임펄스의 형상에 상관없이 변형이 정적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경
우에 비해서 27%가량 낮게 추정이 되었다. 

 

 

Fig. 6 Permanent displacement of unstiffened plate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최대압력 도달시간(rising time)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을 Fig. 7(a), 7(b)와 7(c)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tr은 최대압력
까지의 도달시간이며, 최대압력은 정적붕괴압력의 3배인 경우로 가
정하였다. Fig. 7(a)에서 알 수 있듯이 임펄스 형상이 삼각형인 경우 

충격압력 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보다 짧으면 최대압력 도달
시간이 충격압력 지속시간의 0.5배일 때(0.5tr-tri_impulse) 영구변
형이 가장 커진다. 하지만 충격압력 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유주기
보가 길 경우는 Fig. 7(b)와 7(c)에서 보여주듯이 최대압력 도달시
간이 짧을수록 영구변형이 커짐을 알 수 있다. 

Mori(1977) 및 Luo(2010)의 연구에 의하면 보강판이 낙하 충격
하중을 받는 경우 최대 충격압력지속시간은 보강판 고유주기의 

2~3배 정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경우는 Fig. 7(b)와 7(c)에서의 경
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충격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에서는 단
순감소형태(0tr-tri_impulse)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판의 손상 추정을 위해서는 슬래밍 하중의 이력을 꼬리부
와 최대 압력도달 시간을 무시한 삼각형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3 가로/세로비의 영향 
 

여기서는 판의 가로/세로비가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평판에 최대충격압력은 가로/세로비가 1인 판의 정
적붕괴압력인 1.245 (MPa)의 3배와 4배를 적용하고, 하중지속시
간은 각 구조물의 고유주기의 0.1, 0.25, 0.5, 0.75, 1, 2, 3, 4, 5, 6, 
8, 10, 15, 20배를 적용시켰다. 임펄스의 형상은 직사각형 형태와 

단순감소형의 삼각형 형태(0tr-tri_impulse)를 사용하였다. Fig. 8에
서는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Fig. 7 Effect of rising time on the extent of damage 
when Ppeak = 3Pc: (a) Tp = 0.75Tn, (b) Tp = 2.0Tn, 
(c) Tp = 3.0Tn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가로/세로비가 2이상이 되면 판의 세장비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손상을 보이고, 판의 가로/세로비가 1과  
2사이에서는 구조물의 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하중이 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경우는 판의 가로/세로비가 3.75이상이 될 

경우 판의 세장비에 관계없이 같은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격압력을 받는 판 구조물의 간이 설계식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8 Effect of aspect ratio (monotically decreasing 
impulse, Ppeak = 4Pc) 

 

4. 기존 설계식의 검토 
Park and Cho(2006)의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을 받는 평판 및 보

강판에 대해서 영구변형을 간단한 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
고 그 식은 많은 실험자료와 비교하여 검증이 되었다. Cho and 

Park(2010)은 유체충격압력을 받는 경우에 Park and Cho(2006)가 

제안한 식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았다. 식 (5)와 (6)은 Park and 

Cho(2006)가 제안한 식이다. ⁄ 0.6Φ 0.3                   (5) Φ  ⁄                           (6)         

 여기서, a = plate length 
 t = plate thickness 

sρ = material density 
       0σ = static yield stress 
 
Park and Cho(2006)의 식과의 비교는 임펄스의 형상이 사각형 

형상일 경우와 단순감소 형상일 경우 2가지 경우만 대표적으로 비
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충격압력을 받는 평판의 경우에 Park 

and Cho(2006)에서 제공하는 식과 수치해석 간에 많은 차이가 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의 경우에는 충격압력의 지속시가간이 

매우 짧은 영역의 하중 즉, 완전히 임펄스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의 

식인데 반해 수치해석의 경우는 충격압력의 지속시간이 구조물의 

고요주기의 20배가 되는 범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
이가 발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충격압력 지속시간이 구조
물의 고유주기의 2 ~ 5배가 되는 영역인 유체충격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계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a) Ppeak = 2Pc 

 
(b) Ppeak = 3Pc 

 
 (c) Ppeak = 4Pc 

Fig. 9 Comparison of permanent displacement of 
unstiffened plate of numerical analyses and simple 
formulae under impulsive pressure loading 

 
5. 설계식의 개발  

5.1 손상 정도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향 
 

파라메트릭 스터디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설계식을 

유도하기에 앞서 각 설계변수가 평판의 손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였다. 검토한 무차원화된 설계변수는 판의 형상과 관련
된 a/b와 √ab/t 그리고 충격하중과 관련된 p /p , T /T
과  I/ p T 이다. Fig. 10에는 각 설계변수와 두께로 무차원화한 



 

 

평판의 영구 처짐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a )  Aspect ratio 

 

 

( b ) Plate Dimension 
 

 
( c ) Peak pressure 

 

 
( d ) Peak  duration 

            
( e ) Impulse  

Fig. 2 Tendency of extent of damage against various 
non-dimensional design variables 

이 그림에 의하면 판의 가로/세로비 (a/b)와 판의 크기 (√ab/t )가 증가하면 영구 처짐도 증가한다. 그리고 촤대 압력 (p /p ) 

이 증가하면 영구 처짐도 증가하지만 최대 압력부의 지속시간 (T /T )과 임펄스 ( I/ p T )가 증가하면 영구 처잠도 급속히 증가하다가 

증가량이 완만해지면서 어떤 값으로 수렴함을 보이고 있다.  
 

5.2  설계식의 개발 
 
설계식의 독립변수로 가로/세로비 (a/b), 촤대 압력 (p /p ) 

그리고 최대 압력부의 지속시간 (T /T )을 택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식(7)을 유도하였다.  
 20 21.5 · 0.065 . · . · .     (7) 

 
식(7)에 의한 영구 처짐의 추정값과 수치해석에 의한 영구

처짐의 비 (Xm)의 평균값이 약 0.999정도이고  COV는 8.2%정
도이다. 이런 정도의 값이면 설계식으로 사용할 만한 수준이다.  

유도된 설계식의 경향성과 개선 여지를 검토하기 위해 Xm을 여러 

설계변수에 대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Fig. 11(a)-(d)이다. 이 그
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가로/세로비 (a/b)와 촤대 압력 (p /p ) 

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향을 찾을 수 없으나 최대 압력부의 지속시간 

(T /T )과 임펄스 ( I/ p T )에 대해서는 상당히 뚜렷한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촤대 압력부의 지속시간이 고유주기의 2배 부근까지는 Xm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을 
적절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추정값의 정확도는 더
욱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설계식에서 고
려하지 못한 설계변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검토 결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설계변수가 있다면 이 설계변수를 
설계식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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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Aspect ratio  

 

 
( b ) Peak pressure 

 

 
( c ) Peak duration 

 

 
( d ) Impulse 

Fig. 3 Tendency of the ratios of predicted extents of 
damage using design equation to numerical results 
against various non-dimensional design variables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대 압력부의 지속시간이 판 고유주기의 0.5 배가 되면 꼬리

부는 영구변형을 최대 8.2%증가시킨다. 그러나 최대 압력부의 지

속시간이 판의 고유주기의 2 배가 되면 꼬리부가 영구변형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구조물에 대한 연구 결
과에서는 서는 피크부의 지속시간이 판의 고유주기의 2~3 배 정도
이므로 충격압력을 받는 구조물의 영구변형에 미치는 꼬리부의 영
향은 무시할 수 있다. 

- 삼각형 형상의 임펄스가 가해졌을 경우 지속시간이 평판의 고
유주기의 0.5 배보다 짧으면 삼각형 형상에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거동을 보여 임펄스 문제가 된다. 하지만 고유주기보다 길면 단순
감소 형상(0tr-tri_impulse)이 25% 이상 영구변형이 커지고, 임펄스
의 형상이 단순감소형상이 아닌 경우는 삼각형의 형태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구변형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 하중지속시간이 평판의 고유주기보다 짧으면 이등변 삼각형 

형상(0.5tr-tri_impulse)이, 고유주기 이상일 경우는 단순감소형상
(0tr-tri_impulse) 이 가장 큰 영구변형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충격압력을 받는 평판의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감소형상의 설계하중
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 같은 크기의 최대압력을 가지고, 지속시간은 판의 고유주기 기
준으로 0.1~20배가 되는 충격압력을 가하여 판의 가로/세로비가 

영구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판의 가로/세로비가 2이상
이면 영구변형은 매우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1에서 2 사이이면 가
로/세로비가 증가할수록 영구변형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하중이 정적으로 작용하면 판의 가로/세로비가 3.75 이상일 때 

영구변형이 일정한 값에 수렴함을 알 수 있었다.  
- 슬래밍과 같은 충격 압력을 받는 평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유

도한 설계식으로 추정값과 수치해석에 의한 영구처짐의 
비 (Xm)의 평균값이 약 0.999정도이고  COV는 8.2%정도이다. 

- 제안된 설계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격압력의 지속 시
간을 더욱 엄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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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analysis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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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 value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was predicted by the 
Smith’s method, the reliability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The 
limit state function was derived based on the interaction equation. Four cases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and two 
Monte Carlo simulations which different samples have been performed. This study focused on Bulk Carrier and 
Double Hull VLCC in ISSC 2000. 

Key works: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damaged ship, still water bending moment, wave induced bending moment, interaction 
equation, limit state function, reliability analysis, probability of failure, reliability index. 

 

1. Introduction. 

The damage induced by grounding or 
collision dramatically decreases the ship hull 
resistance.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to 
prediction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Gordo et al. (2000) concluded that the 
hogging moment is much more affected by 
bottom damage than the sagging moment, this 
research applied on double hull tanker 168m 
long and single hull tanker 326m long. Wang et 
al. (2000) also studied the residual strength of 
double hull tankers and single hull tankers after 
damaged. Wang at el. (2002) concluded that 
residual strength of damaged ships can be 
estimated using simple formulae, simplified 
analytical methods, or non-linear FEM 
techniques of different complexity. Fang at el. 
(2005)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evaluation and structural reliability, and then 
reviewed the evolution of structural reliability 
applied to ship structures. 

Luís et al. (2007) studied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reliability of two double 
hull Suezmax tankers after grounding or 
collision accidents under combined bending 

moment. Khan et al. (2008) calculated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under combined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 with 
grounding or collision damages. The interaction 
equations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limit-
state function by this equation of the ships were 
obtained. Hussein et al. (2009) also calculated 
the residual strength using progressive collapse 
method and applying the failure modes defined 
in the new rules. The reliability is studied 
considering the worst scenarios and change in 
still water bending due to damage. The 
reliability was assessed and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study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s after and before damage (Hussein et al. 
2011). 

Lee and Cho (2005) modified the program 
ULSAN, which developed by Cho (2000) to 
prediction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for 
intact ships, to estimating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under combined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of damaged 
ships. All material and geometric parameters are 
considered deterministic. 

Huynh and Cho (2010) has been modified the 
ULSAN program by considering the 
randomness of material and ge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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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it was conducted on three 
parameters, including a plate thickness, a yield 
stress and an extent of damaged of damaged 
ship hull girders. 

In the present study, based on the value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was predicted by 
Huynh (2010), the reliability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The limit state function 
based on the interaction equation was proposed. 
Four cases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and 
two Monte Carlo simulations which different 
samples have been performed. This study 
focused on Bulk Carrier and Double Hull 
VLCC in ISSC 2000. 

Table 1 The principal dimensions of ships. 

Ship L 
(m) 

B 
(m) 

D 
(m) 

T 
(m) Cb 

Bulk Carrier (BC) 285 50 26.7 14.6 0.86 

Double Hull VLCC (DH) 315 58 30.3 17.7 0.82 

 

2.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two 
ships (Table 2-3 and Fig.1-4) was obtained by 
the modified ULSAN program (Huynh 2010) in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according to 
assumptions in ABS, DNV and MARPOL rules. 

Table 2 The Mean and COV(%)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BC. 

Mp = 0.2414E+14 (Nmm) 

Case 
Type 

Vetical bending Horizontal bending 

Hog Sag Comp Ten 

NA Φ=00 Φ=1800 Φ=900 Φ=2700

I-com 
Mean 0.8958 0.6420 1.2507 1.2507 

COV 1.19 1.67 1.20 1.20 

C-1*ABS 
-com 

Mean 0.8053 0.5688 1.1263 1.1761 

COV 1.26 1.77 3.43 1.86 

C-2*ABS 
-com 

Mean 0.7790 0.5519 1.0141 1.1085 

COV 2.20 2.38 7.90 4.35 

C-DNV 
-com 

Mean 0.7738 0.5491 0.9361 1.0641 

COV 2.17 2.21 10.52 5.56 

G-1*ABS 
-com 

Mean 0.8638 0.6330 1.2443 1.2212 

COV 2.62 1.74 1.28 2.81 

G-2*ABS
-com 

Mean 0.8095 0.6234 1.1982 1.2137 

COV 6.62 2.16 1.49 5.04 

G-DNV 
-com 

Mean 0.7480 0.6174 1.0399 1.1750 

COV 13.22 4.16 3.82 5.03 

Table 3 The Mean and COV(%)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for DH. 

Mp =  0.3827E+14 (Nmm) 

Case 
Type

Vetical bending Horizontal bending

Hog Sag Comp Ten 

NA Φ=00 Φ=1800 Φ=900 Φ=2700

I-com 
Mean 0.8749 0.7992 1.5011 1.5011 

COV 1.03 0.95 0.72 0.72 

C-1*ABS 
-com 

Mean 0.8279 0.7513 1.4255 1.4396 

COV 1.86 1.73 2.20 1.93 

C-2*ABS 
-com 

Mean 0.8081 0.7350 1.3627 1.3837 

COV 1.83 1.64 4.34 3.80 

C-DNV 
-com 

Mean 0.8034 0.7317 1.3379 1.3613 

COV 1.63 1.49 4.80 4.19 

C-MARPOL
-com 

Mean 0.6796 0.6218 0.9139 0.9532 

COV 5.02 4.49 15.32 14.89 

G-1*ABS 
-com 

Mean 0.8494 0.7814 1.4950 1.4833 

COV 1.66 1.42 1.01 1.76 

G-2*ABS 
-com 

Mean 0.8242 0.7630 1.4583 1.4685 

COV 3.42 2.61 1.69 3.29 

G-DNV 
-com 

Mean 0.7889 0.7424 1.3178 1.3798 

COV 6.82 5.75 2.85 3.82 

3. Ship structural reliability analysis. 

The structural reliability theory mainly deals 
with the assessment of these uncertainties and 
the methods of quantifying and rationally 
including them in the design process. The load 
‘L’ and strength ‘S’ are thus modeled as random 
variables. Failure occurs when the load L 
exceeds the strength S. The unsafe region is 
therefore, 

g(x) = S – L ≤ 0   (1)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for statistically 
independent S and L can be derived by 
considering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random variables S and L as shown in Fig.5 
and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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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on-dimensional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collision for BC. 

 
Fig. 2 The non-dimensional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grounding for BC. 

 
Fig. 3 The non-dimensional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collision for DH. 

 
Fig. 4 The non-dimensional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grounding for DH. 



where fL(x), fS(x) are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L or S, respectively. FL(x), FS(x) are 
the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L or S, 
respectively. 

 
Fig. 5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load (L) and 

strength (S). 

The probability of failure can be presented 
also in terms of a margin of safety M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rength and the load 
variables 

 M = g(x1,x2) = S – L   (3) 

Therefore, the probability of failure in 
equation (2) becom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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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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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both S and L are normally distributed and 
independent, then M is also normally distributed 
with a mean µM and standard deviation σM are 

µM = µS + µ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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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equation (4) can be rewritt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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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Φ is the 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β is called the reliability or safe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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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e 
probability of failure is calculated as the ratio 

 
N
nPf =     (9) 

where n and N are the number of failures and 
the total number of simulations, respectively. 

4. Limit state function. 

The interaction equation to combine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can be 
expres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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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 MV and MH are the applied to vertical and 
horizontal loads, respectively. 

• MUV represents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the vertical bending when a 
particular neutral axis angle is either 00 
(hogging) or 1800 (sagging). 

• MUH represents the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the horizontal bending when a 
particular neutral axis angle is either 900 (the 
starboard side is in compression) or 2700 (the 
starboard side is in tension). 

• m and n are different coefficient values in 
both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Ship hull girders are predominantly subjected 
to combined actions of still water and wave 
induced bending moments. So these loads are 
combined together with a load combination 
factor , which regulates the maximum vertical 
load experienced by the ship. In this study ψ has 
been taken as 0.923 (Guedes Soares 2000). 

The maximum vertical and horizontal load on 
the ship is governed by the equation 

MV = Msw + ψMwv   (11) 

MH = Mwh    (12) 

where Msw is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Mwv and Mwh ar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wave induced bending moments, respectively. 

For reliability analysis, the various 
uncertainty factor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MV = χswMsw + ψχwvχwnlMwv  (13) 

MH = χwhMwh   (14) 



where χsw is the model uncertainty for 
predicting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χwv 
and χwnl are the error in wave induced vertical 
bending moment due to analysis overprediction 
and uncertainty of a model that takes 
nonlinearities, respectively. χwh is the model 
uncertainties for wave induced horizontal 
bending moment. 

Hence, the limit state function for reliability 
analysis can be expres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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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χuv and χuh are the model uncertainties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in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respectively. 

Table 4 Model uncertainties are assumed. 

Para. χuv  χuh  χsw  χwv  χwh χwnl 

Dis. normal 

Mean 1.0 1.0 1.0 1.0 1.0 1.0 

Std 0.1 0.1 0.1 0.2 0.2 0.1 

The Monte Carlo simulation has been used 
for this reliability analysis in two cases. 

First case, denoted by MC-1, has taken 
10,000 simulation samples, with MUV and MUH 
are obtained by the modified ULSAN program 
(Huynh 2010). The model uncertainty factor χuv 
and χuh will be neglected. 

Second case, denoted by MC-2, has taken 
1,000,000 simulation samples, the MUV and 
MUH are considered the normal distribution with 
mean values similar to previous results. 

The probability of failure and the reliability 
index will be obtained by equation (9) and (8), 
respectively. 

5. Still water bending moment. 

Regarding probabilistic model for bending 
moment in still water, two approaches are 
considered namely, a variable during ship 
operation period and a fixed value in each 
loading condition. 

Many studies proposed the different ways to 
be obtained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this study, four cases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have been considered as follows. This 
is fixed value in limit state function (15). 

Case 1.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IACS 1995 (Sun 2003, 
Fang 2005), following equation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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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s 
calculated according to IACS 2010 (it is similar 
to IACS 2006, 2007 and 2009) (Khan 2008, Shu 
2010). 

For Double Hull Oil Tan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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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ulk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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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Cwv is the wave coefficient give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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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 B, Cb are the ship length, breadth and block 
coefficient, respectively. MWV,H and MWV,S are 
the vertical bending moments for hogging and 
sagging, respectively. 

Case 3.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s 
equal 60% times (Fang 2005, Das 2007) of 
value in case 2. 

Case 4.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s 
equal 70% times (Hussein 2009, Shu 2010) of 
value in case 2. 

 



6. Wave induced bending moment. 

The vertical and horizontal wave induced 
bending moments in this study will be obtained 
regarding equations proposed in IACS 2010, it 
is similar to IACS 1995 (Sun 2003, Fang 2005, 
Das 2007) or IACS 2006 (Khan 2006, 2008). 
This is also fixed in limit state func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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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fp is the coefficient corresponding to 
the probability level, it is equal unity for 
strength assessments corresponding to the 
probability level of 10-8. FM is the distribution 
factor, it is taken as 1 at the midship section. T 
(m) is the draught in the considered section. 

Table 5 Still water bending and wave induced 
bending moments for two ships. 

Ship 
Bending 

type 

Msw 

Mwv Mwh Case 
1 

Case 
2 

Case 
3 

Case 
4 

BC 
Hog 4.758 4.758 2.855 3.331 7/094

4.824
Sag 4.402 4.402 2.641 3.082 7.450

DH 
Hog 6.818 6.442 3.865 4.509 9.639

7.083
Sag 6.112 4.876 2.926 3.413 10.34

Note. All units are in E+12 Nmm. 

7. The reliability analysis result. 

The value m and n of interaction equation 
(10) have been determined for ships in all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only value of intact 
condition shows in Table 6). 

Table 6 The coefficient m and n of interaction 
equation in intact condition. 

Ship Coef. 
Hog Sag 

Ten Comp Ten Comp 

BC 
m 1.89 1.89 1.0 1.0 

n 1.33 1.33 1.31 1.31 

DH 
m 1.866 1.866 1.58 1.58 

n 1.855 1.855 1.96 1.96 

The reliability in four cases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and two Monte Carlo 

simulations have been performed for two ships 
BC and DH. However, due to limitation of 
space, only results of case 4 and MC-2 for BC 
(Table 7-8), and results of case 2 and MC-2 for 
DH (Table 9-10) have reported here. 

Table 7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for BC – Case 4. 

Cond. Method
Hog Sag 

Ten Comp Ten Comp 

Intact 
MC-1 0.00E+00 0.00E+00 0.79E-02 0.79E-02

MC-2 0.41E-04 0.41E-04 0.38E-01 0.38E-01

C-
1ABS 

MC-1 0.00E+00 0.00E+00 0.32E-01 0.99E-01

MC-2 0.79E-03 0.18E-03 0.78E-01 0.17E+00

C-
2ABS 

MC-1 0.00E+00 0.00E+00 0.70E-01 0.27E+00

MC-2 0.24E-02 0.41E-03 0.13E+00 0.33E+00

C-DNV
MC-1 0.10E-03 0.10E-03 0.84E-01 0.38E+00

MC-2 0.45E-02 0.48E-03 0.13E+00 0.40E+00

G-
1ABS 

MC-1 0.00E+00 0.00E+00 0.71E-02 0.77E-02

MC-2 0.15E-03 0.13E-03 0.33E-01 0.35E-01

G-
2ABS 

MC-1 0.10E-03 0.10E-03 0.12E-01 0.99E-02

MC-2 0.41E-03 0.46E-03 0.43E-01 0.41E-01

G-DNV
MC-1 0.31E-02 0.11E-01 0.62E-01 0.98E-02

MC-2 0.84E-03 0.38E-02 0.11E+00 0.33E-01

Table 8 The reliability index β for BC – Case 4. 

Cond. Method
Hog Sag 

Ten Comp Ten Comp 

Intact 
MC-1 9.5744 9.5661 2.5298 2.5258 

MC-2 6.9827 6.9739 1.9261 1.9223 

C-
1ABS 

MC-1 5.9714 9.8712 1.9389 1.2999 

MC-2 4.3717 7.0208 1.4772 0.9487 

C-
2ABS 

MC-1 4.7158 10.4695 1.5425 0.5773 

MC-2 3.4980 7.1371 1.1408 0.3918 

C-DNV
MC-1 4.2030 9.3133 1.4388 0.2634 

MC-2 3.1482 6.6568 1.1052 0.1855 

G-
1ABS 

MC-1 8.1414 8.3609 2.6293 2.5766 

MC-2 5.9580 6.1215 2.0160 1.9697 

G-
2ABS 

MC-1 6.3115 6.2260 2.4348 2.4733 

MC-2 5.1794 5.0729 1.8522 1.8773 

G-DNV
MC-1 4.1041 3.3273 1.5796 2.5685 

MC-2 4.7997 3.7082 1.2196 2.0412 

It can be observed from Table 7-8 and Fig.6,9, 
the second Monte Carlo simulation MC-2 has 
results better than MC-1. Therefore, in this 
study, only the result of MC-2 is considered to 
estimating the survivability of Bulk Carrier. 



 
Fig. 6 The reliability index β of MC-1 method  

in grounding for BC. 

From Table 7-8 and Fig.7,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in case 1-2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is largest, and smallest in case 3. For 
reliability index β, the value is reversed. 
Furthermore, in case 1-2, the value of β in 
collision damaged of DNV (C-DNV) and 
collision damaged of two times ABS (C-2ABS) 
conditions can not be obtained. 

 
Fig. 7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of four cases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C-DNV for BC. 

Hence, for Bulk Carrier, the value of case 4 
can be chosen the better than the other ones. Or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for Bulk Carrier 
must be choose equal 70% times of equation 
value which was proposed in IACS 2010. 

Therefore, the survivability result of Bulk 
Carrier in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is 
chosen case 4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and second Monte Carlo simulation MC-2. The 
result is presented in Fig.8-9. 

 
Fig. 8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of Case 4 – MC2 

in collision for BC. 

 
Fig. 9 The reliability index β of Case 4 – MC2 in 

grounding for BC. 

For Double Hull VLCC, from Table 8-10 can 
be also observed that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in first Monte Carlo simulation MC-1 is 
almost zero. And in Fig.10,12, the reliability 
index β of second ones MC-2 is more reliable 
than MC-1. 

Table 9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for DH–Case 2. 

Cond. Method
Hog Sag 

Ten Comp Ten Comp 

Intact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50E-05 0.50E-05 0.24E-04 0.24E-04

C-1ABS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23E-04 0.19E-04 0.78E-04 0.95E-04

C-2ABS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63E-04 0.35E-04 0.14E-03 0.24E-03

C-DNV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63E-04 0.30E-04 0.12E-03 0.25E-03

C- MC-1 0.17E-02 0.10E-03 0.20E-03 0.87E-02



MARPOL MC-2 0.19E-01 0.15E-02 0.36E-02 0.29E-01

G-1ABS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12E-04 0.12E-04 0.48E-04 0.54E-04

G-2ABS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23E-04 0.24E-04 0.65E-04 0.65E-04

G-DNV 
MC-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MC-2 0.82E-04 0.16E-03 0.32E-03 0.14E-03

Table 10 The reliability index β for DH – Case 2. 

Cond. Reli. 
analysis 

Hog Sag 

Ten Comp Ten Comp 

Intact 
MC-1 12.2249 12.2246 9.1111 9.1110 

MC-2 8.9200 8.9198 6.9980 6.9978 

C-1ABS 
MC-1 10.3565 14.4215 8.7060 7.5876 

MC-2 7.5100 9.9837 6.6659 5.8452 

C-2ABS 
MC-1 9.7500 13.4400 8.9711 7.2758 

MC-2 6.9703 9.4200 6.7734 5.4886 

C-DNV 
MC-1 9.3061 12.6510 8.7759 6.9713 

MC-2 6.5911 9.0403 6.6795 5.3068 

C-
MARPOL 

MC-1 3.7245 7.5301 5.4210 2.8002 

MC-2 2.8645 5.5160 4.1776 2.1820 

G-1ABS 
MC-1 10.4260 10.8175 8.6091 8.3246 

MC-2 7.7288 7.9998 6.6416 6.4116 

G-2ABS 
MC-1 9.3676 9.1510 7.4282 7.8667 

MC-2 7.1706 7.0159 5.8735 6.1671 

G-DNV 
MC-1 9.2113 6.7687 5.7246 8.6331 

MC-2 7.9028 5.7350 4.8187 7.1552 

 
Fig. 10 The reliability index β of MC-1 method  

in collision for DH. 

Therefore, similarly to Bulk Carrier, for 
Double Hull VLCC the second Monte Carlo 
simulation MC-2 is chosen to estimating the 
reliability analysis. 

 
Fig. 11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of four cases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C-MARPOL for DH. 

 
Fig. 12 The reliability index β of Case 2 – MC2 in 

collision for DH. 

 
Fig. 13 The reliability index β of Case 2 – MC2 in 

grounding for DH. 

It can be observed from Table 9-10 and 
Fig.11, the probability of failure Pf in still water 



bending moment case 1 is largest and case 4 is 
smallest, and similarly for value of reliability 
index β. 

Furthermore,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case 2 can be enough to estimating the 
survivability of Double Hull VLCC. 

Hence, for Double Hull VLCC,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in case 2 or value of the IACS 
2010 proposed has been chosen.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btained by second Monte 
Carlo simulation MC-2. The result shows in 
Fig.12-13. 

7. Conclusions. 

The reliability analysis of Bulk Carrier and 
Double Hull VLCC has been carried out for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bending moments in 
intact and damaged conditions. Four cases of 
still water bending moment and two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s have been performed. 

It has been concluded that 

-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for Bulk 
Carrier must be smaller than the IACS 2010 
proposed, it suitable if equal 70% times or 
lower. For Double Hull VLCC, the still water 
bending moment can be used the equation 
proposed by IACS 2010. 

- There is a higher probability of failure Pf or 
similarly lower reliability index β in sagging-
compression for collision and in sagging-
tension for grounding. The order by reliability 
index β decreasing is an intact, a damaged by 
one time ABS, a damaged by two times ABS, a 
damaged by DNV and finally a damaged by 
MARPOL. 

- The Double Hull VLCC has a reliability 
index higher than the Bulk Carrier with a 
similar damaged condition. 

- The relationship between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is nonlinear, it 
depend on not only ship types but also an intact 
or a damaged conditions. Therefore, the 
coefficient m and n of interaction equation are 
differences on the bending type. 

- The number samples in Monte Carlo 
simulation is very important. The comparison 
reliability result between ten thousand samples 
and one million samples has been presented. 
And results in second method are better than the 
first ones. 

 

References. 

 

• Cho, S.R., 2001, “Manual of ULSAN program”, 
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 Cho, S.R., and Lee, S.H., 2005,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analysis of Damaged Ships”, 
Proceedings of the Annual Autumn Meeting, SNAK, 
Yongin, 3-4 November, pp. 405-412. 

• Fang, C., and Das, P., 2005, “Survivability and 
reliability of damaged ships after collision and 
grounding”, Ocean Engineering 32 (2005), pp. 293-
307. 

• Das, P., and Chuang, F., 2007, “Residual strength 
and Survivability of Bulk Carriers after Grounding 
and Collision”, Journal of Ship Research, Vol. 51, 
No. 2, pp. 137-149. 

• Hussein, A.W., and Guedes Soares, C., 2009, 
“Reliability and residual strength of double hull 
tankers designed according to the new IACS 
common structural rules”, Ocean Engineering, 
doi:10.1016/j.oceaneng.2009.04.006 

• Hussein, A.W., and Guedes Soares, C., 2011, 
“Reliability assessment of intact and damaged bulk 
carrier”, Advances in Marine Structures – Guedes 
Soares & Fricke (editors),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ISBN 978-0-415-67771-4. 

• Huynh, V.V., and Cho, S.R., 2010, “Probabilistic 
assessment of Residual longitudinal strength of 
damaged ships under combined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Proceeding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SNAK, 21-22 
October, pp. 1121-1129. 

• Guedes Soare, C., and Moan, T., 1988, “Statistic 
analysis of still water load effects in ship structure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and 
Marine Engineers, Vol. 96, pp. 107-128. 

• Guedes Soares, C., and Teixera, A.P., 2000, 
“Structural reliability of two bulk carrier designs”, 
Marine Structures 13, pp. 107-128. 

• IACS. July 2010. Common structural rules for 
double hull oil tankers. 

• IACS. July 2010.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 ISSC, 2000, “Report of special task committee VI.2 
(Ultimate hull girder strength)”, Proceedings of 14th 
ISSC, Nagasaki, Japan, Vol. 2, pp. 91-321. 

• Khan, I.A., Das, P.K., and Parmentier, G., 2006, 
“Ultimate strength and reliability analysis of a 
VLCC”, 3rd International ASRANet Colloquium 10-
12th July, Glasgow, UK. 

• Khan, I.A., and Das, P.K., 2008, “Reliability 
analysis of intact and damaged ships considering 
combined vertical and horizontal bending moments”,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Vol. 3, No.4, pp. 
371-384. 

• Luís, R.M., Hussein, A.W., and Soares, C.G., 2007, 
“On the effect of Damage to the Ultimate 
Longitudinal Strength of Double Hull Tankers”, 
Proceeding of 10th Int. Sym. On Practical Design of 
Ships and Other Floating Structures PRADS 2007, 
Houston, Texas, USA. 

• Luís, R.M., Teixeira, A.P., and Guedes Soares, C., 
2009, “Longitudinal strength reliability of a tanker 
hull accidentally grounded”, Structural Safety 31, pp. 
224-233. 

• Shu, Z., and Moan, T., 2010a, “Reliability analysis 
of ultimate strength of a Capsize Bulk carrier in 
hogging and alternative hold loading condition”, 
Proceeding of the ASM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Offshore and Arctic 
Engineering, OMAE2010-20334, June 6-11, 
Shanghai, China. 

• Sun, H.H., and Bai, Y., 2003, “Time-variant 
reliability assessment of FPSO hull girders”, Marine 
Structures 16, pp. 219-253. 

 

 



 

 

해양구조물 설계코드에 기반한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 개발 

 
김을년(현대중공업), 장준태(라온엑스 솔루션즈), 정장현(현대중공업) 

 
요 약 

 
FPSO is widely used to develop deep sea oil fields and HHI has constructed nine FPSOs. 
During these constructions, relevant structural design criteria such as yielding, buckling, 
fatigue, collision and impact strength were applied to verify structural safety. To apply the 
buckling strength evaluation for structures, the critical buckling stresses and applied 
stresses of relevant panels should be calculated. The plate and stiffened panels are to be 
idealized, which are needed much time and efforts by designers. Therefore, program 
develop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evaluate the buckling strength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 this study, the buckling strength assessment system by using offshore code, DNV-RP-
C201 was developed under MSC/PATRAN, pre-post program of finite element method. 
Graphic user interface program is written in MSC/PATRAN PCL functions. Source program 
to evaluate the buckling strength is developed in FORTRAN programming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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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 

부유식 원유 저장설비)와 같은 해양구조물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복강도, 피로강도, 충돌강도, 좌굴/최종강도, 폭발 
및 충격강도 등에 대한 구조강도 평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
들 강도평가 항목 중 좌굴강도 평가를 설계자가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한다. 즉, 
판과 보강판에 대하여 해양 설계 코드인 DNV-RP-C201(DNV, 
2008)을 사용하여 좌굴강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MSC/PATRAN (2009)을 기반으로 구동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시스템 구축하여 당사에서 수주하여 설계하고 있는 
골리앗 FPSO(Fig. 1 참조 )에 적용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Fig. 1 GOLIAT FPSO 

 
근래 심해 유전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FPSO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당사는 지난 96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수
주한 2척의 FPSO 공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토탈사, 미국 엑슨
모빌사, 영국 BP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총 8척의 초대형 FPSO
를 성공적으로 건조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다. 특히 200만 배럴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춘 초대형 FPSO에 
집중해 그 동안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FPSO 의 60% 이상
을 수주하여 시장 점유율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는 세계 최대 원통형 골리앗 FPSO를, 올해는 Q204 FPSO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1600톤 크레인 2기를 설치한 세계최초의 FPSO 전용 
도크를 완공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ig. 2 H-dock of HHI yard 
 
골리앗 FPSO와 같은 대형 해양구조물에 대하여 설계를 수행

할 때 구조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해양구조물의 경우, 수많은 하중조건과 요소
의 개수 때문에 좌굴강도 검토를 위하여 종래의 수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속하
고 정확한 좌굴강도 평가법이 요구된다. 한편, J.H. Lee et al. 
(2009)에 의하면 당사에서 자체 개발한 판의 좌굴강도 평가 시
스템인 HiBAT(Hyundai Buckling Analysis Tool)은 선급규정
(CSR, GL, DNV, LR, ABS, NK, BV 등)을 기반으로 판부재에 대
한 좌굴강도 평가로 개발되어 있으며 선체구조 설계에 현재 널
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FPSO 등 해양구조물에 적용하는 설
계기준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부분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하여 판부재와 보강판부재에 대한 좌굴
강도 평가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시스템은 구조해석 전후처
리 프로그램인 MSC/PATRAN 상에서 모든 좌굴강도 평가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처리 모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
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빠른 좌굴강도 평가를 위하여 
MSC/PATRAN의 PCL언어를 사용하여 판요소의 생성과 응력추
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판 및 보강판부재의 좌굴강
도 평가를 해양설계 코드 중 하나인 DNV-RP-C201로 평가하는 
소스프로그램을 FORTRAN 언어로 개발하였다. MSC 
/NASTRAN(2006) 등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MSC/PATRAN에 읽어 들여 좌굴해석을 수행한다.  

 
2.  DNV-RP-C 201 설계 코드 

 2.1 강도평가 방법 
 

DNV-RP-C201은 해양구조물의 좌굴과 최종강도를 설계를 
위한 규정이며 2가지의 강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방법(Conventional Buckling Code)은 DNV 
Classification Note 30.1 “ Buckling Strength Analysis” 에 제시
하는 설계규정이다. 이는 2004년도 이후로 판과 보강판에 대한 
좌굴은 DNV-RP-C201로 이관하였으며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새로운 설계식을 제시하였다. 판의 좌굴, 보강판의 좌굴, 거어더
의 좌굴, 국부 좌굴에 대한 좌굴강도 평가식을 제시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PULS Buckling Code)은 DNV에서 자체 개발한 
준 비선형해석 코드인 “ PULS(Panel Ultimate Limit State)을 이
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선형 판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DNV
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DNV선급에서는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이론적 자료와 관련규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
다. 

DNV-RP-C201에는 이들 2가지 방법을 선택적 설계기준
(Alternative Design Criteria)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
다. 골리앗 FPSO의 경우, 선주의 요구에 따라 보수적인 좌굴강
도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방법(Conventional Buckling 
Code)을 이용하여 좌굴강도를 평가하였다. 

 
2.2 프로그램 개발 분야 

 
DNV-RP-C201에서는 판의 좌굴, 보강판의 좌굴, 거어더의 

좌굴, 국부좌굴에 대하여 강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판과 보강판의 좌굴에 대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거어더의 좌굴은 PATRAN
의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거어더를 포함한 판 및 보강재의 기하
학적 정보 추출 그리고 해석 결과로부터 응력 추출 등의 어려움
이 있으며 구조물에서 좌굴강도를 점검해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
로 적어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국
부 좌굴도 초기 치수 선정시 이미 만족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
함으로 제외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강도평가 구조부재는 횡하중을 받는 판
(Lateral Loaded Plates), 판의 좌굴(Buckling of Unstiffened 
Plates), 보강판의 좌굴(Buckling of Stiffened Plates)만 다루며 
DNV-RP-C201 Code내에 있는 관련 규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pplied design code  

구조부재 DNV-RP-C201 

횡하중을 
받는 판 

5. Lateral Loaded Plates 
판의 좌굴 6. Buckling of Unstiffened Plates 
보강판 7. Buckling of Stiffened Plates 

 
Fig. 3은 구조물에 있어 부재의 명칭과 판 및 보강판 부재를 

나타낸 것이다 

 
Fig. 3 Definition of plate and stiffened panel 
 

3. 좌굴강도 평가 프로그램 
3.1 종래의 문제점 

 
FPSO와 같은 해양구조물은 구조해석 결과로부터 항복강도, 

좌굴강도, 최종강도, 피로강도 등을 기준으로 강도를 평가하게 
되며, 발주한 선주와 선급에서는 강도 별로 평가 기준과 관련 설
계코드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강도를 점검하고 있다. 해양
구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판 또는 보강판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
물이 대형일 경우, 점검해야 할 구조부재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하중조건에 대하여 좌굴강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좌굴강도 검토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
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즉, 해양
구조물의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계산 전체과정을 일관화하지 못
하여 설계자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계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좌굴강도의 평가는 복잡한 강도계산 설계식을 사용해야 
함으로 손쉽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
다.  



 

 

 
3.2 좌굴강도 평가의 흐름 

 
Fig. 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의순서도이다. 
 

FEA data at 
MSC/PATRAN
- Analysis results(*.op2)
- FEA model(*.db)
- Load cases    

Selection of 
DNV-RP-C201
- Plate 
- Stiffened panel

- Generation of geometry data for 
   Plate and stiffened panel

- Calculation of applied stress
- Input of rule parameter 

- Generation of input data 
   (buckling.inp)

End

- Graphic control for output
- File for reporting
   (buckling.res, buckling.out)

Calculation for buckling strength evaluation

Revision of input file

- Running of buckling analysis 
   (buckling.exe)

- Modification of input data
- Changing of load case

 Fig. 4 Flow chart for buckling analysis 
 
본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즉, FEM data at MSC/PATRAN 기능에서는 유한요소 구조 모델
과 해석 결과 자료를 준비하고 Selection of DNV-RP-C201 기
능에서는 여러가지 설계코드 중의 하나인 DNV-RP-C201을 선
택한다.  

다음으로 Generation of geometry data for plate and 
stiffened panel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
와 보강판부재를 Surface형태로 생성한다. Calculation of 
applied stress에서는 이상화된 판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
하고 Input of rule parameter에서는 사용 규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입력한다. Generation of Input data에서는 좌굴
강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입력자료를 만드는 창이며 Running of 
buckling analysis에서는 준비된 입력자료로 좌굴강도 평가를 수
행한다. 그 결과로 해당 판과 보강판에 대한 Usage Factor를 구
한다. 만약 좌굴강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판의 두께를 
증가하여 구조강도를 만족하는 판의 두께와 이때의 Usage 
Factor를 동시에 표시한다. 

다음으로 Graphic control for output에서는 좌굴강도 평가결
과를 화면상에 나타내어 설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File for 
reporting에서는 평가결과를 보고서화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Revision of Input file에서는 좌굴강도 평가 결과를 보고 설계
자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입력자료의 수
정을 할 수 있으며 구성된 판부재 또는 보강판 부재에 새로운 
Load case를 적용하는 계산도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굴강도 계산 과정은 전처리 모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과정을 모두 

MSC/PATRAN화면상에서 수행한다. 
 

3.3 판 및 보강판 부재의 Geometry 인식 
 
평가하고자 하는 판 및 보강판 부재를 유한요소 해석 모델로

부터 인식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직접 판부재를 선택하는 수동
적인 방법과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으로 판부재
를 정의하기 위하여 판요소의 끝단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판
부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즉, 판부재의 경계에 연결된 판요소
가 없거나 면외방향으로 일정각도 이상으로 판 요소가 기울어진 
상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판요소의 끝단에 1차원 요소(보
나 봉요소)가 있을 때이다.  

 
3.4 판 및 보강판의 이상화 

 
정의된 판부재는 여러개의 판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상

을 가질 수 있다. 판부재의 좌굴강도 평가를 위하여 DNV-RP-
C201을 사용하려면 직사각형 형태의 판부재를 구성하여야 한다.  

판부재의 형상 이상화는 HiBAT 규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한편 최근에 선박 공통구조규칙(CSR)에서는 산적화물선과 이중
선체 유조선에 대하여 판요소 이상화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5 판의 두께와 응력의 추출 

 
판부재는 유한요소 구조해석의 판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상화된 판부재에 대하여 대표 판두께와 응력을 좌굴계산을 위
하여 추출하여야 한다.  

Fig. 5는 총 8개의 판요소(E1~E8)로 이루어진 유한모델로 부
터 4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1개의 대표 판부재로 이상화하고 
이에 작용하는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elements and unit plate at FE-model 
 
판요소들로 이루어진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의 대표 두께는 

식(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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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                    (1) 



 

 

여기서,  
jA 는 판부재 내의 j번째 판요소의 면적 

jt 는 판부재 내의 j번째 판요소의 두께 
판부재에 작용하는 횡압력(Lateral pressure)은 식(2)로 계산

한다. 

i

ii
averg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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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          (2) 

여기서,  
iP 는 판부재 내의 i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횡압력 

같은 방법으로 판부재에 작용하는 수직응력(Normal stress)과 
전단응력(Shear stress)은 각각 식(3)과 (4)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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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σ 는 판부재 내의 i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수직응
력, 수직응력의 경우 압축력을 양(+), 인장응력을 음(-) 의 값으
로 나타낸다. iτ 는 판부재 내의 i번째 판요소에 작용하는 전단응
력을 나타낸다. 또한 판부재에 대한 굽힘응력은 이상화 전후의 
모멘트와 면적의 평형으로부터 구한다.  

그 외에 판의 재질과 보강재의 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유한요
소 모델을 구성한 MSC/PATRAN상에 재료적 성질과 기하학적 
정보가 구현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자동으로 처
리한다.  

 
3.6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수많은 유한요소로 이루어진 구조물에서 설계자가 직접 판 및 

보강판의 좌굴강도를 모두 검토하기는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
에 이를 해소하고자 Screening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적절한 
판의 형상정보(길이, 폭, 두께)를 정하여 이를 모든 판부재에 일
괄적으로 적용한 후 좌굴강도를 평가하고 좌굴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의 판부재를 1차적으로 선별한다. 이들 선별된 판부재에 대
하여 정확한 형상정보를 적용하여 좌굴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효
율적으로 좌굴강도 평가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PATRAN
의 db파일을 재 시작하였을 때도 이전에 구성된 판 및 보강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결과 파일
(op2 또는 xdb 파일)을 가져왔을 때 Stress Update 기능을 사용
하여 이를 좌굴해석 프로그램이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좌굴강도 검토 결과를 손쉽게 보고서화 할 수 있도록 텍
스트 파일(Text file) 형태로 계산결과를 저장하도록 하였으며 
PATRAN상의 모델에서 그래픽으로 평가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
록 하여 좌굴발생 부위를 사용자가 식별하기 쉽게 하였다. 
 

 

 

4. 사용 매뉴얼과 예 
Fig. 6은 골리앗 FPSO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

다. 하중조건의 수가 30여가지, 요소수가 수십만개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자에게는 수많은 하중의 수와 요소수로 인하여 일일
이 수작업으로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
다. 본 장에서는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때의 사용 예를 소
개한다. 

  

 
Fig. 6 Example of  FE analysis result for GOLIAT FPSO 

 

Fig. 7은 PATRAN 주 화면 창을 나타낸 것이다.개발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우측상단에 있는 HHI 버튼을 누르고 
Buckling system을 선택하면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이 구동된다.  

 

 

Fig. 7 Main screen at MSC/PATRAN 
 

PATRAN상에서 좌굴강도 평가는 다음 순서으로 수행한다.  
-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MSC/PATRAN을 구동시켜 구조

해석 모델을 화면에 띄운다. 다음으로 Analysis에서 
MSC/NASTRAN (2008)의 구조해석 결과(op2 또는 xdb 파
일)를 불러 들이고 Results에서 해석 결과를 확인한다. 

- 다음으로 Main Menu의 HHI를 누르고 Buckling system을 선



 

 

택하면 좌굴강도 평가를 위한 메뉴가 활성화된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tion에서 Define을 선택한다. 이는 사용
하고자 하는 규정(Rule)과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정의하
고자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Object에서 Parameter를 먼
저 선택하고 Class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판부재일 
경우 DNV-RP-C201-Plate를, 보강판일 경우 DNV-RP-
C201-Stiffened를 선택한다.  

- Unit에서는 현재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사용한 부재의 항복응력, Corrosion Margin, 설계
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Usage Factor를 입력한다. 
Usage Factor는 일반적으로 1.0을 한다. 다음으로 구조해석 
결과 중 평가하고자 하는 Load Case 를 선택한다. Stress 
Update는 새로운 구조해석 결과를 다시 Analysis에서 읽어 
들일 때 사용한다. DB Panel Delete를 선택하면 이전에 정의
되었던 판부재에 대한 정보(Surface)가 모두 지워진다. 

-  Action에서 define을 선택하고 Object에서 Panel을 선택하
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판부재의 정보
(Surface)를 생성할 수 있다.  

- Fig. 8 (a)는 Fig. 6의 ‘ 관심부위’ 의 요소모델의 상세를 나
타낸 것으로 주황색 선으로 된 1차원 보요소를 포함한 보강
판 구조이다.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의 Group에는 1차원 보
요소가 3288개이고 2차원 판요소는 3504개이며 판부재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ull db : 구조해석 모델에 있는 모든 판 부재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Active Group :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Group내에 있는 모든 
판부재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  Select Area : 구조해석 모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범위를 
선정하면 영역내의 판부재를 자동으로 정의한다. 

-  Pick One Element : 정의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선택하면 자
동으로 보강재 또는 Web 부재에 의하여 둘러싸인 판부재 1
개를 정의한다. 
 Pick  Element : 정의하고자 하는 판부재를 선택하면 선택
한 영역만으로 판부재를 정의한다. 

- 판부재에 작용하는 횡압력(Later Pressure) 값을 입력하고 
Apply를 누르면 판부재가 Surface 형태로 정의된다. Fig. 8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굴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판부재가 
생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판부재의 수는 613개
이다.  
 

 

(a) Beam and plate elements for FE analysis 

 
(b) Converted plate elements 

 

Fig. 8 generated plate model for buckling analysis 
 

- 정의된 판부재로 입력자료 생성과 좌굴강도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하여 Action에서 Run을 선택한다. Method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판부재를 선택하려면 All Panels를, 화면상에서 일
부를 선택하려면 Select Panel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Show 
Input Data를 누려면 만들어진 Input File(buckling.inp) 내용
을 볼 수 있다. 만들어진 입력자료의 일부를 Fig. 9에 나타내
었다. 
 

 
 

Fig. 9 Input data for buckling analysis 
 

- Select Input File을 선택하고 Execute를 누르면 좌굴강도 평



 

 

가를 수행한다. Fig. 10은 계산된 판의 좌굴강도 평가 결과
의 일부(buckling.out)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 Output results from buckling analysis 
 

- Fig. 11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tion에서 Show를 선택하
면 PATRAN 화면상에서 강도 평가 결과를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Method에서 Each Load Case를 선택하면 각각의 
Load Case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을 PATRAN 화면상에서 
나타낸다. 

  

(a) Option for graphic display        (b) Option for reporting 
 

Fig. 11 Icon of output display 
 

- Standard U.F.는 화면상에서 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어떤 값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손쉽게 파손부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 Usage Factor이다. Fig. 12는 Usage Factor
가 요구되는 Usage Factor 이상인 판부재들을 구분하여 나
타내기 위하여 색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3은 
좌굴강도 평가 결과, 나타난 First Step Usage Factor를 화면
상에 표시한 것이고 Fig. 14는 Usage Factor가 요구 Usage 

Factor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판의 두께를 증가하여 요구되
는 Usage Factor 이하로 되도록 한 Last Step Usage 
Factor를 화면상에 표시한 것이다.  

- Fig. 11 (b)에 나타낸 리포트 옵션을 사용하려면 Action에서 
Report를 선택한다. 평가한 내용을 파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파일명은 확장자가 rpt로 생성되며 First Step Usage Factor
가 설계기준치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서화 할 수 있다. 
 

 

Fig. 12 Graphic display for usage factor 
 

 Fig. 13 Value display for usage factor 
 

 

Fig. 14 Value display for usage factor after reinforcement 



 

 

6. 결론 
최근 FPSO 등 해양구조물은 대형화 추세이며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직접강도 계산법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요구되는 방대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틸리티(Utility)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구조물의 판과 보강판의 좌굴강도 평가는 선체구조 강도 설
계에서 중요한 점검항목이며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구조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강도 평
가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좌굴강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좌굴강도 평가시스템은 구조해석 전후처리 프로그램
인 MSC/PATRAN 상에서 모든 좌굴강도 평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처리 모듈, 강도평가 모듈, 후처리 모듈로 크게 구분하
여 구성하였다. 빠른 좌굴강도 업무 지원을 위하여 
MSC/PATRAN의 PCL언어를 사용하여 판요소의 생성과 응력추
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판부재의 좌굴강도 평가를 
DNV-RP-C201로 평가하는 소스 프로그램을 FORTRAN 언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모델로부터 자동 및 수동으로 판 및 
보강판 부재를 인식하여 응력을 추출하고 강도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함께 강도평가 정확성 향
상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평가결과의 빠른 보고서 작업을 위하
여 텍스트 파일의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자가 평가결과를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기능을 강화하였다.  

해양구조물 공사의 특성상 사용하는 설계코드나 안전도 평가 
기준은 공사의 종류나 발주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지
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당사에서 자체 개발하여 기 사용중인 선박의 선급규정으로 판부
재의 좌굴강도를 평가하는 HiBAT에 근간을 두고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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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SI problems could be conveniently simulated by the overlapping capability using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formulation and Euler–Lagrange coupling algorithm of 

LS-DYNA code. In the launching of the freefall lifeboat, during the water entry step, 

the fluid mesh near the structure undergoes large deformations and becomes 

unacceptably distorted, which drive the time step to a very small value for explicit 

calculations. the ALE methods or rezoning are used to create a new undistorted mesh 

for the fluid domain, which allows the calculations to continue. This paper is focused 

on implementation of multi material ALE for estimation of acceleration response of 

free-fall lifeboat. The results shows that Multi Material ALE is accurate for estimating 

the acceleration response of freefall lifeboat.  

※ Keywords: Free fall Lifeboat (자유낙하식 구명정), Acceleration Response (가속도 응답), 

Multi Material ALE (다중물질 ALE)

1. Introduction 

During the launch of free-fall lifeboat there 

are two primary concerns. the first one is the 

motion of the lifeboat which is affected by the 

change in hull shape, weight distribution and 

initial conditions. The second one is the 

acceleration of the field to which the occupant

in the lifeboat is subjected. Harmful 

accelerations may occur in the free fall lifeboat 

when it impacts on the water. The 

hydrodynamics impact of boat during water 

entry is a complex problem and makes the 

establishment of the numerical analysis a 

challenging task.

   The application of ALE method has been 

done in many 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problems, such as slamming (Lee, et al., 

2008a,b, 2010) and sloshing (Lee, et al., 

2010), etc., and should be validated by th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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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These FSI problems could be 

conveniently simulated using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formulation and Euler

–Lagrange coupling algorithm of LS-DYNA 

code (LSTC, 2009). Volume of Fluid (VOF) 

method is adopted for solving a broad range 

of nonlinear free surface problems and 

coupling algorithm is more suitable for the FSI 

problems with very complicated structure, 

where fluid grid can overlap the structural 

mesh (Aquelet, et al., 2003, 2006; Souli, et 

al., 2000).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mplement 

the multi material ALE for estimating the 

accelerations response of free-fall lifeboat. 

Four loading conditions were considered for 

the water entry experiments of the free-fall 

lifeboat on to the water according to the 

occupant distribution in the lifeboat, and these 

four loading conditions were also studi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s as major parameters. 

2. Freefall Experiments of Lifeboat

Freefall Experiments of the 1/5 scaled 35 

person lifeboat model were performed on the 

calm sea for the acceleration responses with 

free drop after short sliding on the skid. Four 

loading conditions wer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occupant distribution in the lifeboat.

Two measuring points of accelerometer in 

the 1/5 scaled lifeboat mode and its 

coordinate system are shown in Fig. 1.  The 

coordinates system for the measurement in the 

lifeboat was aligned with the horizontal 

position, where the x-axis pointed towards the 

front of the lifeboat, the y-axis, laterally, and 

the z-axis, upwards. The two sets of 

accelerometers were mounted at the measuring 

points 1 and 2 in the lifeboat, as shown in 

Fig. 1, where one 3-axial accelerometer was 

located on the point 1, and three 1-axial 

accelerometers, on the point 2. Measuring 

systems are shown in Fig. 2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Fig. 1 Measuring points of accelerometer 

and coordinate system

Fig. 2 Measuring systems

Fig. 3 illustrates the sketch of the free-fall 

behavior of lifeboat including short sliding on 

the skid with the launch height 4.5m (22.5m in 

the case of real lifeboat). Freefal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the measurement of the 

acceleration responses of lifeboat according to 

IMO requirements, such as the following four 

loading conditions:

1. Full (100%) loading conditions with full 

complement of persons (LCG = 3975 mm 

from AP)

2. 50% forward loading conditions with 

occupants so as to cause the center of 

gravity (CG) to be in the 50% forward 

position (LCG = 4371 mm From AP)

3. 50% afterward loading condition with 

occupants so as to cause the CG to be 



Direction
Acceleration (g)

Training Emergency

Gx 15 18

Gy 7 7

Gz 7 7

in the  50% afterward position (LCG= 

3559 mm From AP)

4. Empty loading condition with its operating 

crew only (LCG = 3946 mm from AP)

Fig. 3 Sketch of freefall behaviour of 

lifeboat after short sliding on skid

3. IMO Criteria using SRSS Method

In lieu of the evaluation with the dynamic 

response model, the injury potential for an 

occupant in a free-fall lifeboat is evaluated by 

the acceleration using the Square Root Sum of 

the Squares acceleration (SRSS) method. The 

limiting values incorporated into the revised 

recommendation for testing lifeboats by IMO 

are 15g (Gravity) in the x-axis and 7g in the 

other axes, as shown in Table 1. The SRSS 

criteria formula is the Eq. (1) as follow:





 



 
 



 
 



≤   (1)

where,

CAR = Combined Acceleration Response 

Index

gx, gy, gz = the concurrent accelerations in 

the x, y and z seat axes

Gx, Gy, Gz = Allowable acceleration

Table 1. SRSS acceleration limits for lifeboat 

The Combined Acceleration Response (CAR) 

is a measure of the potential for the 

acceleration to cause human injury. It is varied 

according to the time and it is computed from 

acceleration time histories measured in the 

axis of the seat at the seat support. Before 

computing the CAR time-history, the 

acceleration time histories are filtered with 20.0 

Hz low pass filter because higher frequency 

accelerations are not generally injurious. The 

peak value of the CAR time history is called 

the CAR Index. Injury should not occur if the 

CAR Index is less than IMO criteria (IMO, 

2003).

4. Multi Material ALE

The multi-material ALE formulation uses the 

same governing equations as the ALE 

formulation except that for each element the 

calculations are performed iteratively for each 

material group in the element. For material 

group i, the strain rate is , the internal 

energy is Ei, deviatoric or shear stress is , 

pressure from the equation of state is Pi, the 

stress is given by 

                             (2)

The internal nodal force is calculated by

                

             (3)



Steel

 Density (kg/m3) 7,850

 Elastic modulus (GPa) 205

 Poisson's ratio 0.30

FRP

 Density (kg/m3) 2,080

 Elastic modulus (GPa) 9.7

 Poisson's ratio 0.35

Length      7950 mm

Breadth      3070 mm

Draught      1550 mm

Weight      5112 kg

Max Occupant        35 person

LCG    50% From AP

where  is the volume fraction in the element 

and has the requirement 

               
 



                 (4)
                   

where Ngroups is the number of different 

materials in the element. After each calculation 

the volume fractions need to be recomputed 

using a pressure relaxation calculation in each 

element. The pressure relaxation calculation is 

given by

          


  


    (5)

                               (6)

where   is the amount of material (volume) 

flux in the element after the lagrangian 

calculation and the subscripts refer to adjacent 

elements. The amount of total material to be 

advected can now be calculated. The volume 

of fraction is used to determine the way of 

materials in the element are advected. 

  

5. Simulation Modeling

The freefall lifeboat launching were 

simulated by ALE3D option of LS-DYNA . The 

principal dimension of the lifeboat is shown in 

Table.2. Outer surface of the lifeboat model 

was modeled using 4,805 rigid quadrilateral 

shell elements for the minimization of 

computational time, and skid was also 

modeled with rigid quadrilateral shell elements 

together for the full-scale free-fall simulation 

on the water, as shown in Fig. 3. Their 

material properties summarized in Tables 3 and 

4. Among the three contact options, such as 

kinematic constraint method, penalty method 

and distributed parameter method, the second 

one, as shown in Fig. 5, was adopted for the 

contact between the lifeboat and skid.

Table 2. Principal dimension of free fall 

lifeboat

Fig. 3 Configuration of F.E. mesh of lifeboat 

and skid models

 Table 3. Steel properties of skid

Table 4. FRP properties of lifeboat

Fluids modeling consists of two parts, such 

as air and water, using 674500 hexagonal 

Eulerian elements, whose dmensions are 42.7 

× 15.1 × 32.0m and 42.7 × 15.1 × 13.0m, 



Item Water Air
density (kg/m

3
) 1025 1.225

C0 (Pa) 0 0

C1 (Pa) 2.002e9 0

C2 (Pa) 8.436e9 0

C3 (Pa) 8.010e9 0

C4 0.4394 0.4

C5 1.3937 0.4

C6 0 0

E0 (Pa) 2.086e5 2.5e5

V0 1 1

respectively, as shown in Fig. 4. Fine mesh, 

0.3 × 0.3 × 0.3m of fluid element was used 

around at the free surface with mesh size 

increment of bias 20%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Fig. 4 Configuration of F.E. mesh of fluid 

model

There are several commands and options for 

the fluid modeling and coupling algorithm  

using FSI analysis technique of LS-DYNA code 

in addition to the structural modeling and 

contact option. For fluid modeling, 3D fluid 

element is usually considered, and element 

formulation can be usually selected between 

two element formulation parameters, ELFORM, 

11(1-point ALE multi-material element) and 

12(1-point ALE single-material and void) in 

SECTION_SOLID command. ELFORM 11 was 

adopted in this study.

For the fluid material description, MAT_NULL 

command and Equation of State (EOS) have 

to be defined. Since this study is not 

concerned with tracking the propagation of 

energy and pressure in water and air, 

EOS_LINEAR_POLYNOMIAL was used for  the  

water and air, the property of EOS of fluid 

model is shown in table 5.

Table 5. EOS_Linear Polynomial of Fluid 

model

Several parameters are very sensitive to the 

coupling between the fluid and structure in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command. Coupling leakage and penalty 

forces, etc., are affected by the penalty factor, 

No. of quadrature coupling points on a 

Lagrangian segment and the mesh size ratio 

between the structure and fluid. Additionally, 

continuum treatment and advection method 

can be selected in CONTROL_ALE command.

The boundary condition of fluid model and 

constraint condition of structure are also 

important to the acceleration responses of 

freefall lifeboat water entry on to the water.   

The following assumptions were considered as 

follows:

1. Only gravitational external load was applied 

to the whole system using a load curve 

for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time 

history.

2. Top, side and bottom boundaries of the 

fluid were fixed to the normal directions 

and were set free to the other directions.

3. Initial velocity of lifeboat was set to zero.

  

Ai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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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plication of Multi Material ALE  

The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LS-DYNA Version 9.71 R4.2 with single 

precision. The acceleration response of lifeboat 

was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occupant 

injury potential. Since the experiment data was 

taken with 2500 Hz and has been filtered with 

Butterworth low pass filter 20 Hz, therefore 

simulation results (1000 Hz) with high 

frequency signals were filtered using a 

Butterworth digital 8.0 Hz low pass filter. The 

acceleration responses of simulation for the 

x-axis, y-axis and z-axis directions are 

compared with those of experiment in Figs. 5

∼8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s, such as 

full, 50% forward, 50% backward and empty 

loading conditions, respectively. Their peak 

values are also summarized in Table 7~10.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most severe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50% backward loading 

condition, which could be explained that the 

CG of loading condition was shifted to the 

backward. While the shift of CG to 50% 

backward caused the righting moment arms to 

be increased and also led to increase the 

severity of slamming phase, the situations 

were conversed by its shift to 50% forward.

(a) x-axis direction

(b) y-axis direction

(c) z-axis direction

Fig. 5 Acceleration response in full loading condi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longitudinal (x-axis direction) acceleration 

responses, the multi material ALE was shown 

almost similar in the pattern of the experiment 

results as shown in Figs. 5~8(a). The 

experiment pattern could be due to the bow 

entry into the water at the vicinity of 3.0 sec 

and then due to the its rebounce from the 

water at 0.4 sec later. However this 

rebounding phenomenon still could not be 

found in the multi material ALE. the multi 

material ALE results has shown a larger  value 

than the experiment, as shown in Table 5.  

However, these over values are still 

acceptable, since the peak values are below 

the IMO standards, as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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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axis direction

(b) y-axis direction

(c) z-axis direction

Fig. 6 Acceleration response in 50% forward 

loading condition

As can be seen in Figs. 5∼8(b), the lateral 

(y-axis direction) acceleration responses 

occurred very little on the experimental results, 

while only a small track of the bow impact 

was shown at the vicinity of 3.0 sec in the 

case of full loading condition, as shown in 

Fig. 5(b). Relatively much smaller tracks of the 

bow impact appeared at the vicinity of 3.0 sec 

in the all loading conditions of simulation 

results, as shown in Figs. 5∼8(b).

(a) x-axis direction

(b) y-axis direction

(c) z-axis direction

Fig. 7 Acceleration response in 50% 

backward loading con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vertical (z-axis 

direction) acceleration responses, the multi 

material ALE could also be found similar to the 

experiment results, as shown in Figs. 5∼8(c), 

where the first large peak might be caused by 

the bow impact to the water at the vicinit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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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Condition

X Axis Acceleration in  G

Experiment Multi ALE

Full (100%) 2.671 3.221

50% Forward 2.752 3.566

50% Backward 2.041 2.239

Empty 3.481 4.516

Loading 

Condition

Y Axis Acceleration in  G

Experiment Multi ALE

Full (100%) 0.871 0.394

50% Forward 0.525 0.436

50% Backward 0.295 0.325

Empty 0.402 0.552

Loading 

Condition

Z Axis Acceleration in  G

Experiment Multi ALE

Full (100%) 3.963 3.555

50% Forward 3.340 3.482

50% Backward 4.502 4.536

Empty 3.778 3.829

Loading 

Condition

CAR Index

Experiment Multi ALE

Full (100%) 0.606 0.554

50% Forward 0.517 0.555

50% Backward 0.659 0.667

Empty 0.590 0.629

sec, and the second small one at 1.2∼1.5 

sec later. However, both method has shown 

the same tendency that the first peak value 

was the largest in the 50% backward loading 

condition, the second one, in the empty one.

(a) x-axis direction

(b) y-axis direction

(c) z-axis direction

Fig. 8 Acceleration response in empty 

loading condition

 

Table 6. Maximum x-axis acceleration 

Table 7. Maximum y-axis acceleration

Table 8. Maximum z-axis acceleration

Table 9. Combined acceleration ratio index

Their peak values and the interval time of 

the second ones might depend on their CG 

positions according to the loading conditions, 

and their entry depths into the water due to 

their weights. The second peak responses 



were not be found in the both method of 

simulation results. 

The multi material ALE shows the lower 

value than the experiment. Otherwise, the 

method has shown first peak values were 

almost the same with the experimental, as 

shown in Figs. 5∼8(c) and Table 8. These 

peak acceleration values and CAR Indexes in 

all loading conditions were also found to be 

accepted by the IMO standards, as shown in 

Tables 1 and 9. 

8. Conclusions

The multi material ALE has reliable results to 

estimate the acceleration responses of free-fall 

lifeboat. The method have show that numerical 

model were very sensitive to the loading 

conditions.  the multi material ALE results has  

accurate peak acceleration values and CAR 

Indexes.  The estimation value was also found 

to be accepted by the IMO standard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multi material 

ALE to estimate accurately acceleration 

response of free-fall lifeboat. However, the 

computational time is larger than using Single 

Material 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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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파이프 설치 및 해양 구조물 lifting crane 선박의 구조안전성 평가 
차계원†*, 황상욱* 

대우조선해양 *  

Structural Estimation for a Pipe Laying & Crane Vessel 

Cha Kye-Woon†*, Hwang Sang-Wook*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Abstract 
 
This vessel i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offshore crane operation, and pipe laying is 

additionally taken into account. A main function of the vessel is to carry out lifting operations 
with a fully revolving, 4000 ton offshore crane, which is located on the aft-starboard side. 
The other main function of the Vessel is to lay pipelines by the use of its multi-joint pipe 
handing plant on main deck and a RJ-lay tower located above the moon pool accepting 
quad-joint pipe stacks. This paper presents that the structural strength assessment of whole 
ship of pipe laying vessel. FE analyses are performed to evaluate global strength considering 
the moon pool effectiveness, operating loads of reel & RJ-tower equipments, crane load, 
and wave etc. FE model of hull structure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zed LR ship 
analysis procedure. 

 

※Key words : pipe laying, RJ-lay tower, 4000ton crane, whole ship analysis 
 

1. 서론 

해저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Fig.1 과 같
이 S-lay, J-lay, Reel-lay type 등이 있다. 본 선박
에는 J-lay 와 Reel-lay type 을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RJ-lay Tower 장비가 설치된다. 또한, 
해양 구조물을 들어올릴(lifting) 수 있는 크레인을 
갖춘 선박으로서 설계하면서 선박에 대하여 구조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다.  

운항 조건은 transit, survival, lifting 그리고 pipe 
laying condition 에 대하여 구조 강도 평가를 하였
다. 4000ton 크레인이 선미 방향으로 lifting 할 때 
선미 부에 Hull girder bending moment 가 가장 
높고, Reel laying 을 하기 위하여 Reel 을 모두 적
재한 상태로 작업 해역까지 가는 transit 조건에서
는 중앙 부에서 Hull girder bending moment 가 
장 높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조 강도 측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항해 조건이다. 특히 4000ton 
crane 이 횡 방향으로 lifting 할 경우 anti-heeling 
tank 하중과의 조합으로 인해 비틀림 모멘트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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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moon pool 주위 강도 측면에서도 검토하
였으며,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S-lay type 

J-lay type 

Reel lay type 
Fig.1 type of pipe laying 

 
2. 구조해석 모델 

선미에 4000 톤을 lifting 할 수 있는 크레인이 

우현 쪽에 설치가 되며, 중앙부 좌현 쪽에 moon 
pool 이 형성되며 상갑판에 RJ-lay tower 장비를 
이용하여 pipe laying 을 하게 된다.  

선체 구조 모델은 선미 Transom 에서 선수 
Bow 까지 모델링 하였고, heli-deck 를 포함한
accommodation, crane 본체와 pedestal, 그리고 
RJ-tower 등은 weight 가 상당히 커서 weight 분
포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델링을 하여 weight 
효과를 나타내었다.  

유한 요소(Mesh Size)의 크기는 1 Long. Space, 
1/2 Frame Space 크기를 기준으로 모델링 하였
다. 구조 해석은 MSC PATRAN / NASTRAN 을 
이용하였으며, Plate 는 4 Node shell 요소인 
CQUAD4 와 Stiffener 는 2 Node beam 요소를 
사용하였다.  
Fig.2 는 유한요소 구조해석 모델과 범위를 보

여준다. 
 

 
Fig.2 FE model 

 
3. 하중 및 경계조건, 허용응력 

하중 조건은 T/S 에서 제시되는 여러 조건 중에
서 가장 지배적인 transit, pipe laying, 그리고 
lifting 조건 등 5 가지의 운항 조건을 선택하였다.  

Lifting 조건에서는 파랑하중이 작용하지 않지만, 
crane 이 작동하여 추가적인 bending moment 를 
유발시켜 total bending moment 값을 가감시킨다. 



 

 

또한, 90 도로 lifting 을 할 경우에 선각이 비틀림
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하중 조건을 고려하였다.  

Transit 조건에서는 정수 중 하중 과 파랑 하중
으로 중앙부에서 가장 큰 bending moment 를 유
발된다. Pipe laying 조건에서는 moon pool 주변에 
국부적으로 하중이 많이 받게 된다. 그리하여, 상
기 5 가지 조건을 하중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Fig.3 은 crane operating 조건의 예를 보여준다. 

 

Load case for 180 degree lifting 

 
Load case 90 degree lifting 

Fig.3 Example load case for 180 & 90 degree 
lifting case 

 
T/S booklet 상에 나타난 Light weight 및 정수 중 
하중 분포는 in-house 프로그램인 D-STAS 를 이
용하여 맞추었으며, 파랑 하중 해석 프로그램 
(WADAM)을 이용하여 RAO 를 계산하였고, 그 결
과를 이용하여 설계 파랑 하중을 생성하여 FE 모
델에 적용하였다. 
경계 조건은 아래 Table.1 과 Fig.4 같이 단순 지
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D-STAS 를 이용하여 평형
을 맞추었기 때문에 회전 구속은 따로 고려할 필
요가 없다. 

 
Table.1 Boundary Condtion 

Translation Rotation Position Tx Ty Tz Rx Ry Rz
A - Fix Fix - - -
B Fix Fix Fix - - -
C - Fix -. - - -

A point: Intersection points center line & transom 
B point: Intersection points center line & F.P BHD & 
bottom 
C point: : Intersection points center line & F.P BHD 
& deck 

 

Fig.4 Boundary condtions 
 

구조 해석 결과에 대한 구조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LR 선급에서 제시한 허용 응력 값을 적용
하면 아래와 같다. 

L

L

k
C σσ *=  

σL=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of material 
C = factor, 0.92 for longitudinal member, 0.75 
for transverse member 
kL= material factor, 1.0 for mild, 0.72 for “H36” 
 
좌굴 평가는 LR SDA 에 따라서 primary 
supporting panel 에 대하여 수행을 하였다. 

 
4. 결과 분석 

해저 파이프 설치선의 전선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구조 안정성을 만족하게 하였으
며, 각 구조 별 구조 해석 결과에 대한 특징을 아
래와 같이 요약 하였다. 
 
1) RJ-Tower 장비를 이용하여 pipe laying 시에 
pipe 를 clamp 함으로써 tension load 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여, 그 하부 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
였다. 
2) Reel 을 모두 적재하고 작업 해역으로 
operating 하기 위하여 transit 할 때 3000 ton reel 
하중에 의하여, 지지하고 있는 구조가 국부적으로 
응력 집중이 발생하여 보강하였다. 
3) crane 이 90 도로 lifting 할 때 moon pool 주변
에 비틀림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선폭이 상당히 
커서 비틀림 강도는 충분히 만족하였다. 
4) LR rule 절차에 의하여, 좌굴강도 검토를 검토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강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해저 파이프 설치선의 선체 구조 
강도 해석을 통하여 구조 강도를 평가하고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본 선박과 같은 특수
한 선박의 강도 결과값을 도출함으로써, 유사 선
박 및 다른 선종의 강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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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조선경기의 하향세와 FPSO 및 해양구조물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내 조선소의 
수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80 년대 중반부터 건조된 single hull tanker 들의 
design life 가 만료되고, 만료된 선박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증가하기 위해 기존의 
Tanker 를 FPSO 로 conversion 함으로써 FPSO 건조사업에 또 다른 Issue 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Tanker 를 개조함으로써 각 선급에서 적용되는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의 
평가기준이 달라지고, 기존의 Tanker 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며, Primary 부재 및 
피로해석이 요구되는 부재에 대해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verted FPSO 에 대한 구조강도 및 피로해석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절차 및 평가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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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의 단순화 모델을 이용한 
해양구조물의 진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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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구조물에는 수많은 기계장비들이 설치되는데 구조물의 건전성과 작업자의 거주환경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진동 해석과 평가를 수행한다. 
해양구조물의 주요 발주처와 전문 용역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선정의 기준과 당사의 
해양구조물 설계와 건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동해석 시에 고려해야 하는 진동 장비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해양구조물의 진동해석에 선정된 기계장비를 단순화 모델로 구축하는 
기법을 소개하였다. 단순화 모델은 장비 제작사로부터 입수된 상세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거나 장비의 진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장비의 동특성이 반영되도록 일련의 
진동해석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구축된 단순화 모델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동강성을 
계산하였고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진력의 위상차를 고려한 진동응답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계장비의 단순화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면 상세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진동해석의 후처리를 위한 전산 용량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장비의 동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진동 해석의 수행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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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유전의 개발과 운송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고부가가치 해양구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해양구조물은 그 특성상 일반상선에 비해 많은 인
원이 장기간 거주함에 따른 거주공간의 안락성과 작업자의 쾌적
한 작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구조물에 설치
되는 기계장비의 원활한 운전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야 한다. 해양구조물에 대한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
계 단계에서부터 진동영향 평가가 필요한 기계 장비의 선정과 
장비의 배치, 장비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구조물의 진동해석을 위한 기계장
비의 선정과 모델링, 기계장비를 고려한 진동해석에 대하여 기
술하였다. Fig.1에 해양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진동해석을 위한 
절차를 나타내었다. 

 

 
Fig. 1 Procedure of vibration analysis for offshore structure 

 
2. 진동해석을 위한 기계장비의 선정 
해양구조물에는 수많은 기계장비들이 설치되는데 해양구조물

의 진동 평가를 위해 모든 장비를 고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구조물의 안전성과 작업자의 거주환경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진동평가 시에 고려해야 되는 
기계장비의 선정을 위해 여러 발주처에서는 내부 지침서를 보유
하고 있으며 해외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장
비의 선정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에서는 여러 발주처와 해
외전문 용역기관에서 제시하는 선정 기준과 당사의 해양구조물 
설계와 건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Fig.2 와 같은 진동장비 선정 기
준을 정립하였다. 진동해석을 위한 대상 장비로 인체 진동평가
를 위한 주파수 이하로 구동되는 왕복동 기계 장비를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그리고 AVM(Anti Vibration Mounting)으로 지지되

는 회전 기계 장비는 모두 진동 해석의 대상으로 고려하는데, 이
는 기진력이 크고 주요한 장비로서 지지구조물에 진동과 고체음
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AVM이 설치되기 때문에 진동 평가 
시에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강체 지지된 회전기기 
중에서도 출력이 크거나 장비의 무게가 큰 장비도 진동해석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Fig. 2 Selection criteria for vibration equipment 

 
3. 기계장비의 모델링 

일반적으로 해양구조물의 진동해석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여 장비의 가진주
파수와 구조물과의 공진가능성을 검토하며,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진력을 고려하여 지지구조물의 진동 응답을 예측한다. 진동해
석의 고려 대상으로 선정된 기계장비는 해양구조물의 해석모델
에 포함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는데, 집중질량으로 고려하는 방
법, 제작사에서 제공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단순화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기계장비를 모델
링한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계장비를 집중질량으로 치
환하는 방법은 설계 초기단계에서 장비의 진동 특성과 설계 자
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진동해석에 장비를 누락시키기 보다는 
장비의 무게만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다.  

 

 
Fig. 3 Analytical model using concentrated mass method 

 
Fig. 4에 장비의 제작사에서 장비의 진동 특성 파악과 평가를 

위해 구축한 유한요소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유한요소 모델을 해양구조물의 모델에 포함하여 이용할 수가 있
으나 모델의 절점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해석 결과



 

 

의 후처리를 위한 전산 용량 문제 등으로 해석이 원활하게 수행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oil export pump provided by vendor 

 
기계 장비의 진동특성을 고려한 진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5에 보인 것과 같이 기계장비를 단순화 모델로 구축하여 진
동해석에 고려하였다. 기계장비의 단순화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계장비의 주요 도면과 장비의 하부 지지구조(SKID) 도면, 장
비 제작업체에서 계산한 장비의 진동계산서(VDS, Vibration Data 
and Study)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비 제작사에서 구축한 상
세 유한요소모델과 당사에서 구축한 단순화 모델의 절점과 요소 
개수를 Table 1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LECTRICAL MOTOR

GEAR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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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Motor

MP Compressor

Gear Box

Base Frame

HP Compressor

Lube Oil System

 Fig. 5 Simplified model of oil export pump and compressor 
package 

Table 1 Comparison of simplified and detail model for oil export pump 
 Detail model Simplified model 

Node 53,560 855 
Element 54,900 1,043 

 
단순화 모델은 장비가 설치되는 지지구조(SKID)를 포함하여 

구축이 되며 Table 2에 정리한 것과 같이 일련의 진동해석을 통
하여 장비의 진동계산서의 진동 특성과 유사하도록 모델을 반복
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Oil export pump에 대하여 상세 모델과 
단순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주요 진동 모드를 Fig. 6과 Fig. 
7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장비에 마운트가 설치될 경우
에는 3방향의 마운트 강성값을 확보하여 모델링에 반영해야 한
다. 

 
Table 2 Natural frequencies of oil export pump using simplified and detail 

model 
Frequency(Hz) Vibration mode Detail model Simplified model 

Translation mode(pump) 21.4 23.4 
Rocking mode 26.0 26.0 

Skid bending mode(1st) 28.5 29.6 
Skid bending mode(2nd) 32.2 32.1 

Torsion mode 49.8 54.3 
 

 
(a) Detail model(26 Hz)      (b) Simplified model(26 Hz) 

Fig. 6 Rocking mode of oil export pump 

 
(a) Detail model(26 Hz)28.5 Hz 

 
(b) Simplified model(29.6Hz) 

Fig. 7 Skid bending mode of oil export pump 
 

4. 진동 해석 
기계 장비에서 발생하는 기진력과의 공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지구조물에 대한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며, 하부지지구
조의 건전성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물의 동강성(dynamic 



 

 

stiffness)을 계산한다. 고유진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기계 장비를 포함하여 해양구조물의 모델링을 구축하였다. 

 

 
Fig. 8 Analytical model of offshore structure including 

machinery  
 
고유진동해석의 수행으로부터 얻은 대표적인 해양구조물의 

진동모드를 Fig. 9에 나타내었고 Fig. 10에는  지지구조물의 동
강성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조물의 공진 가능성은 동강성 
계산 결과와 Fig. 11에 나타낸 주파수 응답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지지구조물의 
동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보강 등으로 동강성을 확
보하여야 하며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Fig. 9 Major vibration of offsho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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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dynamic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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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강제진동해석을 통하여 진동응답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구
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진동 평가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강제진동해석에 작용하는 기진력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당사에서는 장비의 회전주파수가 아닌 주파수 
응답해석을 통해 계산되는 공진영역에서 최대 진동응답이 발생
하는 주파수에서 장비 회전주파수 기준의 기진력을 적용하는 방
법으로 엄격한 진동 평가 및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강제진동해
석을 수행하여 얻은 기계장비와 지지구조물의 진동수준 분포를 
Fig. 12와 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12 Vibration response cartography of machinery 
 

 
Fig. 13 Vibration response cartography of structure 



 

 

강제진동해석 시 장비와 장비 사이의 기진력 위상의 변화에 
따라 진동응답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장비 사이의 기진력 
위상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하지만 각 장비들의 특정 위상에서 계산되는 최대 진동
응답이 동일 위상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장비의 기진력을 고려한 진동응
답을 각각 계산한 후 식 (1)과 같이 제곱근의 합(RSS, Root 
square sum)으로 최종 진동응답 수준을 결정하는 기법을 적용
하였으며 장비 기진력의 위상 변화에 따른 진동 응답수준의 변
화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된 진동응답이 동일 위상으로 계산된 
진동응답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위상에서 
계산되는 최대 진동응답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여기서 vi 는 각각의 기진원에 의한 응답이다. 
 

Table 3 Comparison of simplified and detail finite element model  
 In phase* Max. phase** RSS*** 

Position A 0.42 mm/s 1.22 mm/s 0.95 mm/s 
Position B 0.27 mm/s 0.53 mm/s 0.41 mm/s 

* : 위상이 동일한 경우 
** : 특정한 위상이 설정되어 최대 진동응답이 계산되는 경우 
*** : 제곱근의 합으로 계산되는 경우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양구조물의 진동해석과 평가를 위해 기계장
비의 선정과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진동해석에 고
려하는 기계장비의 선정은 당사의 해양구조물 설계와 건조 경험, 
발주처와 전문용역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진동해석을 위해 기계장비를 단순화 모델로 구축하는 기법을 소
개하였으며 고유진동해석과 강제진동해석의 기법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기계장비의 단순화 모델 기법을 활
용한 진동해석 방법은 장비의 진동 특성을 반영한 해양구조물의 
정확한 진동해석과 평가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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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단면 현의 진동 특성에 관한 고찰
김영중(한국기계연구원), 이현엽(충남대학교)

요 약

   일정한 장력을 받는 균일단면 현의 진동은 진동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으로 유도한 후 변수분리법에 의해 진동 모드와 고유
진동수를 구하고 해를 진동 모드의 무한급수로 표현한 후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무한급수로 표현되는 해는 수치적으로 구할 때 유한한 개수의 모드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그 해가 미분 가능이 아닌 
불연속적인 형태를 갖게 되면 잘 알려진 깁스(Gibb's) 현상을 보이므로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
의 진동을 임의의 위치에서 당겨져 놓이는 초기 문제로 설정하고 해로서 주어지는 변위와 속도를 무한급수의 형태로 구한 후 
무한급수의 엄밀한 수학적 해를 구함으로써 진동 시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수치계산 결과와 초고속 카메라로 포착
한 실험 상황을 비교하여 엄밀해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변수분리법에 의한 엄밀해는 초기 조건에 따른 파형을 유
지하며 이동하는 진행파를 가정한 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어 해를 구하는 일관된 절차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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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정한 장력을 받는 균일단면 현의 진동은 진동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으로 유도한 후 변수분리법에 의해 진동 모드와 고유진동
수를 구하고 해를 진동 모드의 무한급수로 표현한 후 초기 조건
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무한급수로 표현되는 해는 수치적으로 구할 때 유한한 개수의 모
드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그 해가 미분 가능이 아닌 불연속적인 
형태를 갖게 되면 잘 알려진 깁스(Gibb's) 현상(Oppenheim, 
1983)을 보이므로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균일 현의 진동은 고전적인 문제로 오래전부터 다루어져 왔으
며 이론 또한 잘 정립되어 있다(Rayleigh, 1894). 일반적으로 유
한 길이의 현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의 해 형태로 해석하지만 진
행파(propagating wave) 형태의 해를 가정하여 해석할 수도 있
다.(Achenbach, 1984)

초기변위에 의한 현의 진동을 정상 상태의 해 형태로 해석할 
경우 응답은 무한 급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무한급수
를 수치적으로 구하여 현의 응답을 가시적으로 동영상화
(animation) 하였으며, 그 결과 전형적인 진행파 현상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초기변위에 의한 현의 진동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였다.

2. 정상 상태의 해
일정한 장력 를 받는 균일단면 현의 단위 길이당 질량이 

일 때 단면 방향의 진동 변위를 라고 하면 운동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유도된다(Thompson, 1981). 




 




 (1)

여기서  이고 이는 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전
파속도로 정의된다. 이 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은 가 시간 와 
위치 의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변수분리법을 적용하고 현
이 진동수 로 진동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sin

 cos


sincos (2)

상수 는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
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현으로서 길이 의 양단이 고정된 경
우를 고려해 보면 경계조건은     이므로 이를 
식(2)에 대입하면  가 되고 sin  를 만족하는 고
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유진
동의 해를 구할 수 있다.

 


∞

sincossin
 (3)

여기서 은 고유진동수이고 다음과 같이 기본 진동수 에 대해 
정수배의 식으로 구해진다.

 


 



 ⋯ (4)

Fig. 1 Initial condition of a uniform string
이와 같은 현이 Fig. 1과 같이 길이 내의 임의 위치 

    에서 만큼 당겼다가 놓여질 때 초기조건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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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상기의 초기조건을 식(3)에 대입하면 계수 과 은 다음
과 같이 결정된다.

  (7)
 






 sin



 
sin

(8)

따라서, Fig. 1과 같은 초기변위에 의한 현의 진동응답은 다음과 
같이 된다.

 


∞


 
sin sin

 cos (9)

이제 다음과 같은 무차원 변수를 이용하면 진동 변위와 진동 
속도에 대해 무차원화 할 수 있다.

 

 ,  
 ,  

 ,  
 (10)



여기서    이고,    을 의미한다. 무차원 변위 
 와 무차원 속도   는 다음과 같다.

 


∞

 
sin sin cos (11)

 


∞


sin sin sin  (12)

3. 수치해석
수치해석은 현의 기본 진동수를 정의한 후 한 주기 내의 진동 

변위와 속도를 무차원화 하여 비교하였다. 초기조건이 현의 중심
점에 가해지는 경우( )와 왼쪽에서   인 위치에 가해
지는 경우에 왼쪽에서부터 전체 길이의 10%씩 증가하는 위치에
서의 변위와 속도에 대해 100개의 모드를 합성한 결과를 각각 
Fig. 2와 Fig. 3에 정리하였다.

이 그림의 종축은 각각 무차원 변위() 또는 무차원 
속도()이며 횡축은 1주기에 해당하는 무차원 시
간()이다. 이들을 보면 현의 변위는 일정 값 또는 일정 속도
로 변화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 Displacement

(b) Velocity
Fig. 2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a uniform string 

relaxed at the center

변위의 변화를 보면 초기조건 작용점과 다른 점은 초기 변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변형이 진행되어 도달하게 되면 식 (9)의 속
도로 동일하게 움직이며, 기하학적으로 중심에 대해 점대칭인 점
까지 변형된다.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변형이 진행되
면 같이 따라 움직이며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진동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인다.

Fig. 2를 보면 초기조건 작용점( )의 경우 변위가 1에서 
-1까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며, Fig. 3에서 초기조
건 작용점( )의 경우 변위가 1에서 -1까지 변하는데 걸리
는 시간은  임을 알 수 있다. 기하학적인 분석 결과 이 때 
작용점이 이동하는 거리는   이며, 여기까지 걸
리는 시간이   이므로 속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13)

이 속도는 현의 위치 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
지만 최대값은   의 절대값으로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 속도 값은 현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어지므로 식 

(a) Displacement

(b) Velocity
Fig. 3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a uniform string 

relaxed at 20% of the length



(12)의 급수의 합에 대해 최대값은 식 (13)으로 주어지며, 특히 
작용점에서의 속도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급수의 
합에 관한 식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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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otherwise




   

(14)

그러나 Fig. 2와 Fig. 3에서 보이는 속도의 변화는 속도가 0에
서 식 (14)로 주어진 값에 이르는 순간 또는 다시 0으로 변하는 
순간에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잘 알려
진 깁스(Gibb's) 현상이다. 수치 해석은 한정된 값의 급수 계산 
결과를 얻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되나 수학적으로 
엄밀한 결과는 식 (14)로 주어진다. 이와 같이 속도가 진행파에 
따라 변형이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 때 가속
도는 엄밀하게는 무한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4. 실험 
지금까지 설명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과 같은 현의 한 끝에 추를 달아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
고 수치해석의 예와 같이 중간점과 왼쪽에서 길이의 20% 지점을 
당겼다가 순간적으로 놓아 초기조건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이 현
의 최저차 고유진동수는 76.1 Hz로 산정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ring experimented
Item Dimension

Diameter D 0.5 mm 
Length L 600 mm 
Tension T 21.435 N
Density ρ 7.85 g/cm 3

1st Natural frequency f1 76.1 Hz

현의 중앙점과 20% 지점을 당기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놓을 
때의 거동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후 초기부터 16개의 프레임
을 포착하여 Fig. 4와 Fig. 5에 각각 보였다. 카메라의 속도는 초
당 1,000 프레임이므로 76.1 Hz에 대한 1주기가 13 ms 임을 감
안하면 16개의 프레임은 15 ms 에 해당하며 거의 1주기 사이의 
거동을 포착한 결과이다.

이 사진을 보면 수치해석 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변위의 변화를 보면 초기조건 작용 위치와 다른 
위치에서는 초기 변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변형이 진행되어 도달

하게 되면 식 (9)의 속도로 동일하게 움직이며, 기하학적으로 중
심에 대해 점대칭인 점까지 변형된다.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하다
가 다시 변형이 진행되면 같이 따라 움직이며 초기 상태로 돌아
가는 진동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인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명
확한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진행파의 도달에 따른 순간 속도 변
화 현상은 수치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찰할 수 있다.

(a) Initial condition (b) 1st frame

(c) 2nd frame (d) 3rd frame

(e) 4th frame (f) 5th frame

(g) 6th frame (h) 7th frame

(i) 8th frame (j) 9th frame

(l) 10th frame (m) 11th frame

(n) 12th frame (o) 13th frame

(p) 14th frame (q) 15th frame
Fig. 4 Photos of string vibration captured about 1 period 

at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released at the center



(a) Initial condition (b) 1st frame

(c) 2nd frame (d) 3rd frame

(e) 4th frame (f) 5th frame

(g) 6th frame (h) 7th frame

(i) 8th frame (j) 9th frame

(l) 10th frame (m) 11th frame

(n) 12th frame (o) 13th frame

(p) 14th frame (q) 15th frame
Fig. 5 Photos of string vibration captured about 1 period at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released at left 20% of the length

5. 고 찰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구하고 실험적으로 확인한 현

의 변위와 속도 및 가속도에 대한 결과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진
행파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예로써 중심점의 초기 변위를 초
기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5.1 진행파 형태의 해
식 (5)로 주어진 초기변위는 아래 식과 같이 좌우로 진행하는 

두 개의 파로 나누어져 전파속도  로 전파되어 나간다. 
와  의 경계점에서는 변위가 0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반사
되어 진행한다.

  





 (15)

초기조건이 현의 중심점에 가해지는 경우(  ) 만큼 
진행하였을 때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Fig. 6과 같으며 Fig. 
2 (a)와 같은 결과임을 볼 수 있다.

 Fig. 6  Schematic Diagram of Wave-form Solution for a 
uniform string relaxed at the center

5.2 가속도의 물리적 현상
Fig. 2 와 Fig. 3의 속도를 보면 현의 한 위치에서 고정하여 

관찰할 때 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정한 속도로 하강 또는 상
승한다. 이는 그 순간 가속도가 무한대가 됨을 의미한다. 그 순
간 가속도가 무한대가 되는 곳은 한 점이므로 물리적으로는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5.3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적용
최대 변형에너지는 속도가 0인  일 때인데, 이때 장력에 

의한 변형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초기 조건에서 (  , 주기 ) Fig. 7과 같이 현의 좌우에 작

용하는 힘은 변형이 매우 작을 경우 ( ≪) sin  
 와 같이 구해진다. 그리고 역시 tan   로부
터   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힘은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16)

Fig. 7 Free body diagram of a string with the initial 
condition at the center



초기 조건에서 속도는 없으므로 운동에너지   이고,  변
형에너지는 

   

 




(17)

와 같으므로 이 양이 전체 에너지가 된다.
한편, 최대 운동에너지는 변위가 0인 1/4 주기가 경과한 후

(  )일 때인데, 이 때의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때의 거동은 현의 모든 점이 중심선을 지나므
로 탄성에너지   이고,    과 식 (4)의  값을 고
려하면 속도는 모든 점에서 동일하게 다음 값을 갖는다. 

 




 



 (18)
       
중심선을 지날 때 전체 질량이  로 정의되므로 운동에너지

는 위의 속도를 적용하면

  

 



 (19)

이므로 역시 이 양이 전체 에너지가 된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

의의 시간(  )에서는 운동 구간에 비례하여 에너지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의 진동을 임의의 위치에서 당겨져 놓이는 초기 문제로 

설정하고 해로서 주어지는 변위와 속도를 무한급수의 형태로 구
한 후 무한급수의 엄밀한 수학적 해를 구함으로써 진동 시의 현
상을 수치계산 결과와 초고속 카메라로 포착한 실험 상황을 비교
하여 엄밀해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2) 이 결과는 변수분리법에 의한 엄밀해는 초기 조건에 따른 
파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진행파를 가정한 결과로도 설명할 수 
있어 해를 구하는 일관된 절차를 설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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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의 폭발하중에 의한 유체-구조 연성해석
이상갑, 조헌일, Hong-Anh, 김진경, 안지웅(한국해양대)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topside structure)에 설치된 공정설비(process module)에서 가스 누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중에 대한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거동응답 특성파악을 파악하기 위하여 LS-DYNA 코드의 유체-구조 연성
(Fluid-Stry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폭발 압력파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폭발 
압력파의 설계하중을 가스운의 경계면에 적용시키는 압력파 경계면 적용 모델은 폭발 시뮬레이션 응답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였
고, 압력파를 경계면에 적용하는 대신 박판 폭약을 사용하는 모델은 일관성이 있는 응답을 주었다. LS-DYNA 코드의 FSI 해석에 
적용할 ALE 요소의 한계를 Load_Blast_Enhanced Option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대한 영역의 폭발 시
뮬레이션에 효율적인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FPSO를 포함한 해양플랜트 구조물은 그 운용 특성 상 가스와 

기름에 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해양플랜트
에 폭발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구조 손상이나 침몰에 이를 수 있
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폭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
생 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스폭발의 시나리오
를 설정할 때에는 공정설계(process design)에 입력 자료가 필요
하며, 현재 해양 산업계에서는 폭발하중 산정을 이론적 및 경험
적 모델이나 전산유체동역학(CFD) 모델과 함께 확률론적 시나리
오 처리 기법에 기반을 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한편 폭발물이나 육상 또는 수중 구조물에 대한 
하중 특성과 구조응답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으나, 가스폭발하중에 의한 해양구조물의 동적응답 특성과 구조
안전성평가 기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산업규격이나 국제규정 
등에 의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미비하여,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일부 지침서(guidances)에 의존하고 있다(DNV, 2004; NORSOK, 
2009).

본 연구에서는 FPSO를 비롯한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
(topside structure)에 설치된 공정설비(process module)에서 가
스누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중에 대한 해양구조물의 동적응답 특
성을 파악하고 구조해석 및 설계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즉, 상부구조의 주요 구조부재(structural members), 방
폭벽과 갑판(blast wall and deck) 및 피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
여, 폭발 압력파(blast wave)가 이들에 미치는 영향과 동적 비선
형 구조응답에 따른 하중 및 구조응답의 변화, 구조물의 파손 판
단 기준 등을 정립함으로써, 폭발에 대한 구조설계기준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and Jang, 2008; Yoon and Lee, 
2009).

가스폭발 하중산정에 사용되는 CFD 코드는 구조물의 내충격 
응답해석이 불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LS-DYNA 코드(LSTC, 
2009)의 유체-구조 연성(Fluid-Strycture Interaction; FSI)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동적 비선형 거동 응답해석을 수행하
여 정확한 구조응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폭약폭발(charge 
explosion)과 가스폭발은 상이하므로 가스폭발 압력파의 설계하
중은 앞에서 언급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가스운(gas cloud)의 
폭발 경계면에 폭발 압력파의 설계하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
다.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가스운 경계면에 설계하중 압력파
를 가하는 가스폭발 해석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폭약폭발에 따
른 폭발 압력파를 경계면에서 추정하여 경계면에 적용하고 일정
한 거리에서의 폭약폭발과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가스운의 경계면에 압력파를 적용하
는 가스폭발 모델의 응답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얇은 층의 폭
약을 사용하여 압력파를 대신하는 해석기법도 제안하였다. 
LS-DYNA 코드와 같은 hydrocode의 FSI 해석에 사용되는 ALE 
요소의 한계를 Load_Blast_Enhanced 해석기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앞서 LS-DYNA 코드의 FSI 해석기법

을 사용한 폭약폭발 시뮬레이션에 따른 압력파의 전달과정과 경
계 및 구조물의 상호간섭 효과 등을 추정하여 일반적인 공기 중 
폭발(Air Explosion or Blast; AIREX)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 FSI 해석기법의 폭약폭발 시뮬레이션
Fig. 1은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폭약폭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나리오와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Kweon and Chung, 2009). 계산시간을 감소기키기 위하여 폭
약을 중심으로 대칭조건(symmetric condition)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무반사(non reflection)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바닥이
나 구조물로 부터의 압력파의 반사(reflection)에 따른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바닥만 반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반사 유
무에 따른 폭약 압력파의 전파형상과 압력파 응답을 각각 Fig. 2
와 3에 나타내었다. 바닥에 의한 압력파 반사와 바닥에 가까울수
록 압력파의 극치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물
의 간섭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직경 0.5m와 1.0m의 실린더에 
의한 간섭효과를 충격파의 전파과정과 구조물의 요소에서의 응
력 및 변형응답을 각각 Fig. 4와 5에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실린
더 구조물의 충격파에 대한 간섭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Configuration of charge explosion

(a) w/o reflection

(b) w/  reflection
Fig. 2 Pressure propagation according to reflection B.C.

 



 
(a) w/o reflection              (b) w/  reflection

Fig. 3 Pressure responses according to reflection B.C.

      
             (a) no cylinder         (b) d=0.5m cylinder     (c) d=1.0m cylinder
Fig. 4 Pressure propagations according to interface of 

cylinder

 
(a) stress                                (b) deformation

Fig. 5 Pressure responses of structure according to 
interface of cylinder

3. FSI 해석기법의 압력파 경계면 적용 모델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설계하중 폭발 압력파를 가스운의 

경계면에 적용하는 해석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폭약폭발 FSI 해
석 모델로부터 가스운 경계면 위치에서 측정한 폭발 압력파를 경
계면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Fig. 6(a) 및 (b)는 각각 폭약폭발 
모델(charge model) 및 압력 경계면 적용 모델(air pressure 
model)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폭약폭발 모델에서 0.5m 위치
에서 측정한 압력파를 후자의 반경 0.5m 경계면에 적용하여 Fig. 
6(c)에서와 같이 0.5m 및 1.0m에서 두 모델의 압력파를 비교하
였다. Fig. 7(a) ∼ (d)는 이들 두 모델에서의의 압력파 전파과정
과 이들의 압력파의 응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위치에서의 폭발 압력파를 경계면에 가하였지만 압력
파 경계면에서부터 압략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경계면을 
지나 큰 압력파가 다시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동흐름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점은 폭발충격 압력파가 단순히 압력만이 아니라 
충격파의 질량, 에너지 및 운동량 등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으로 사료된다.

 (a) charge model                 (b) air pressure model

(c) pressure measuring points
Fig. 6 Spherical charge and air pressure models

(a) pressure propagation in charge model

(b) pressure propagation in air pressure model

   (c) pressure response A(50cm)     (d) pressure response B(100cm)
Fig. 7 Pressure propagations and responses of spherical 

charge and air pressure models
Fig. 8(a)에서와 같이 구형의 압력 경계면에 매우 얇은 층의 

폭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Fig. 8(b) ∼ (d)에서와 같이 경계면에 
압력파만 가한 경우와는 달리 압력파를 잘 전달할 수 있었고 경
계면에 압력파만 가했을 경우에 발생하였던 비정상적인 유동흐
름은 발견하지 않았다. 압력면에 가할 압력파의 크기와 형상은 
얇은 폭약의 두께, 폭약 점화점과 점화 시간간격 등을 조정함으
로써 구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a) thin layer charge model

  
(b) pressure propagation

 
    (c) pressure response A(50cm)         (d) pressure response B(100cm)

Fig. 8 Pressure propagations and responses of thin layer 
charge model

Fig. 9(a) 및 (b)는 평면 압력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오른쪽 
면에 얇은 평판폭약을 폭발시키고,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
한 압력파를 평면 경계면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Fig. 9(c) ∼ (f)는 이들 두 모델의 압력파 전파과정 및 압력파 응
답을 보여주고 있다. 구형의 경계면 적용 모델과는 달리 압력파 
전파과정 및 압력파 응답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넓은 영역의 평면파가 작용할 경우 이러한 평면 경계면 압
력파 모델이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된다.

(a) flat charge model

(b) flat pressure model

(c) pressure propagation of flat charge model

(d) pressure propagation of flat pressure model

 
  (e) pressure response at A(50cm)   (f) pressure response at B(100cm)

Fig. 9 Pressure propagations and responses of flat air 
pressure model

4. Load_Blast_Enhanced Option을
   이용한 폭발해석 시뮬레이션 기법
LS-DYNA 코드의 FSI 해석기법에 사용되는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요소는 1개의 Gauss Point를 사용하기 때
문에 폭발 압력파는 요소 내에서 1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어지
므로 충분한 정도(accurac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대형 해양플랜트 
생산설비의 상부구조의 주요 구조부재, 방폭벽과 갑판 및 피난구
역 등의 폭발 구조응답 해석을 ALE 요소로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LS-DYNA 코드에서 대상구조
물 주위에만 ALE 요소를 사용하는 Load_Blast_Enhanced(LBE) 
Option을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이고 정도 높게 넓은 영역에 대
한 폭발 응답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0(a) 및 (b)에서와 같이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ALE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Fig. 10(c) 및 (d)에서와 같이 LBE 
Op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전자의 경우 
폭약은 Initial_Volume_Fraction Option을 사용하여 폭약을 직접 
모델링하지 않았고, 후자는 폭약의 질량과 위치만 필요하다.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상호간섭효과도 고려하였다. 
Fig. 11과 12는 각각 두 가지 기법에 대한 폭발 압력파의 전달과
정과 구조물의 중앙점에서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a) structure in ALE              (b) structure w/ cylinder in ALE

(c) structure in LBE            (d) structure w/ cylinder in LBE
Fig. 10 Scenarios of ALE and LBE analysis techniques

(a) structure in ALE

(b) structure in BLE

(c) structure with cylinder in ALE

(d) structure with cylinder in BLE
Fig. 10 Pressure responses according to analysis 

technique and interaction effect of cylinder

 
          (a) structure in ALE & LBE         (b) structure w/ cylinder in ALE & LBE

 
     (c) interaction of cylinder in ALE      (d) interaction of cylinder in LBE
Fig. 12 Deformation responses according to analysis 

technique and interaction of cylinder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E 기법은 ALE 요소의 한계로 인

하여 압력파 전달에 문제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
다. LBE 기법은 폭발 압력파의 경험식에서 바로 구한 압력파를 
ALE 경계요소(ambient 요소)에 직접 적용 가능하므로 방대한 영
역의 폭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계 폭발하중은 폭약의 개수와 양, 점화위
치 및 점화시간 등을 조절하여 구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
구가 추후 필요하다.

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해양시추 생산설비의 상부구조에 설치된 공정

설비에서 가스 누출에 의한 가스폭발 하중에 대한 해양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거동응답 특성파악을 파악하기 위하여 LS-DYNA 코
드의 FSI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폭발 압력파를 보다 정확하게 구
현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폭약 폭발에 의한 응답
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개발 기법을 검증하였고, LS-DYNA 코
드의 FSI 해석기법을 사용한 폭약폭발 시뮬레이션에 따른 압력파
의 전달과정과 경계 및 구조물의 상호간섭 효과 등을 추정하여 
일반적인 공기 중 폭발현상을 나타내었다.

폭약폭발과 다소 상이한 가스폭발에 적용할 FSI 해석기법으로
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폭발 압력파의 설계하중을 가스운의 경계
면에 적용시키는 압력파 경계면 적용 모델은 폭발 시뮬레이션 응
답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여 연구기간의 대부분을 이 기법개발에 
소진하였다. 압력파를 경계면에 적용하는 대신 박판 폭약을 사용
하는 모델은 일관성이 있는 응답을 주어 설계하중 압력파를 추정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S-DYNA 코드의 FSI 해
석에 적용할 ALE 요소의 한계를 Load_Blast_Enhanced Option
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대한 영역의 폭



발 시뮬레이션에 효율적인 계산시간과 정확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된다. 설계 폭발하중은 폭약의 개수와 양, 점화위치 및 
점화시간 등을 조절하여 구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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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수질량 절점 분포 방법에 의한 전선진동해석
1김영복(경남대학교), 2최문길((주)SPP조선), 3김태환((주)SPP조선)

요 약

The ship vibration analysis technique has been well set up by using FEM. The methods 
considering the hydrodynamic added mass and damping of the fluid surrounding a floating ship 
have been well developed, so that they can be calculated by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FEM 
programs such as MSC/NASTRAN, ADINA and ANSYS. Especially, MSC/NASTRAN has the 
functions to consider the fluid in tanks(MFLUID) and to solve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problem(DMAP). 
   In this study, the new method to analyze the global ship vibration with considering the added 
masses distributed at the grid points on the wetted shell surface is introduced to.  In the new 
method, the velocity potentials of the fluid surrounding a floating ship are calculated by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 (BEM) to solve the Laplace equation with considering the boundary 
conditions, and the point masses are obtained by integrating the potentials at the points. Then, 
the global vibration analyses of the ship structure with distributed added masses on the wetted 
surface are carried out for an oil/chemical tanker. During the future sea trial, the global ship 
vibration will b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by the new analysis method.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선박의 진동해석방법에는 국부적인 부재의 진동양상을 파악하

기 위한 국부진동해석방법과 선박의 전체 진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전선진동해석방법이 있다. 과거 1960~1980년대에는 선박
의 전선진동 양상 파악을 위해 선박전체를 2차원 보요소로 치환
하여 진동해석하는 보 유추 진동해석법을 선호하여, 주로 조선소
나 선박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선체의 저차진
동 양상의 해석을 위해서는 보유추와 같은 고전적 근사방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고차 진동형에 대해서는 주 선체와 국부진동계 
상호간의 연성효과가 커짐으로 2차원 또는 3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진동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진동에서의 유체력 고려방법을 개선하여 
전선진동해석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실선 진동해석에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선체
진동과 같은 접수된 구조체의 진동해석의 경우에는 접수된 유체
의 효과를 부가수질량으로 고려하는데, 2차원 구상체에 대한 부
가수질량을 구하고, 여기에 선체형상과 3차원 효과를 고려한 수
정계수를 곱한 부가수질량을 구하여 선체 운동중심부에 집중질
량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체 중심부에 부가수질량을 집중시키게 
되면 부가수질량의 3차원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기 힘들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해석결과의 정확도도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체 속도포텐셜을 경계요소
법(BEM)으로 구하고, 구해진 유체 속도포텐셜로 압력을 구한 후 
이를 선체표면에 따라 적분하여 각 선체표면의 해당 절점에 직접 
분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동해석의 정확도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유체력 계산 이론
2.1 선체 주위의 유체력 계산[C.A. Brebbia, 

(사)한국선급, DNV]
선박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해수의 지배방정식은 Laplace 

equatuion 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여기서 는 속도포텐셜을 의미하며 공간과 시간의 함수로서 
    이다. 그런데 이 함수는 독립변수간 서로 간
섭이 없다고 가정하면, 즉   의 공간좌표가 시간 와는 무
관하다고 하면 속도포텐셜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이 식에서   는 공간만의 함수이고, 이 식 또한 
Laplace equation을 만족하는 식이다. 따라서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3)

주변의 경계조건식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  (접수구조면)     (4)
    (자유수면)        (5)


    (해저 바닥면)        (6)



∇     

 (방사경계면)     (7)

여기서 은 선박의 접수면에서의 법선방향 단위벡터이고, 식 
(4)에서 양변에 법선단위벡터를 곱한 것은 접수면에 수직한 방향
성분과 선박의 속도 의 성분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는 좌
표변환 행렬식을 사용하여 좌표변환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는 중력가속도, 는 접수면에서 자유수면까지의 높이인데 이것
은 고려되고 있는 유체입자의 수직방향좌표 값이다. Fig. 1은 선
박 주위의 유체 영역과 각 경계를 기호로 보인 것이다.

Fig. 1  Notations of the boundaries and the fluid domain

여기서 은 유체영역을 나타내며,       는 각각 
자유수면, 선박 접수면, 방사경계면과 해저 바닥경계면을 나타낸
다. 이제 가중함수 를 도입하여 식 (3)에 가중잉여적분을 적용
하여 Inverse formulation을 취하면




∇     


∇ 




  ∇ 




∇ 

  (8)  

이 식이 경계요소법의 기본식이다. 식 (3)에서 가중함수를 경계
조건식 (4)~(7)을 만족하는 함수, 즉 Green 함수 로 취하여 
근사시키면,



            (9)
           (10)

와 같이 되며, 이때 Green 함수는 다음을 만족시킨다.
   

∇       (11)

여기서 는 용출점을, 는 관측점을 나타낸다. 윗 식에서 우변
은 Dirac Delta 함수로서 적분하여 1이 되는 함수이다. 선체진동
과 같은 주파수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급수 형태의 Green 
함수는 다음과 같다.

     
  

  


  

∞

  
 

 
 

 


  

  


  

∞

  
 

 
 

 

     (12)

여기서 
  









  


차원 


ln  
차원 

이고, 


  

   는  번째 image source point의 좌표인 
에서의 Green 함수이다. 식 (12)은 경계조건식 (4)~(7)을 모
두 만족하는 Green 함수이다. 식 (9), (10)와 식 (12)을 식 (8)에 
대입하면, 식 (8)의 좌변은 0(zero)이므로

     



  


   ∇   




     ∇

  (13)
     
와 같이 정리된다. 또한, 식 (7)과 Bernoulli equation을 비교하면 
유체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여기서 는 유체입자의 흐름으로 인한 유체압력이고, 는 해
수의 밀도이다. 식 (4)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 주면, 접수구조면에 
대한 경계조건식 (4)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       (접수구조면)    (15)

식 (13)을 시간과 공간좌표계로 미분해 주고, 이 식에 식 (14)와 
(15)를 각각 대입해 주면 다음과 같이 압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   

 


     

  (16)

이 식을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7)

여기서  


   


  ∇     이

고,  


     이다. 식 (17)으로부터 를 다
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8)

이로부터 접수면에서의 관성력을 구하면 
      




   

     
   

    (19)

이 된다. 따라서, 부가수질량 행렬은 
   

      
        (20)

이 된다. 이 부가수질량은 각 절점에 따라 구해지며, 이렇게 비
대칭행렬로 얻어지는 값을 대칭화하고, 전체 연성행렬로 얻어지
는 부가수질량을 각 절점에서의 영향도를 평가하여 절점집중질
량으로 변환하여 구조접수면의 각 절점에 집중질량으로 작용시
키게 된다.

2.2 선체 내부 탱크의 유체력 계산[MD NASTRAN]
선박의 내부 탱크에 들어있는 유체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NASTRAN에서 MFLUID 기능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탱크내 
유체의 압력을 계산하여 요소면적에 따라 적분함으로써 유체력
을 구하고 가속도를 고려해 줌으로써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하고 있다. 이때 구해진 질량을 각 요소의 절점에 집중질량으로 
고려하게 된다. 탱크내 유체에 의한 힘을 라 하면 

       



       (21)

여기서   는 탱크내 유체력으로 작용하는 질량이고,  유체
입자의 운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이를 유체를 접하고 있는 탱크벽
면의 판요소에 ELIST car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질량으
로 고려하게 된다.

   





  


 




 










    (22)

여기서 첨자 1, 2는 요소를 가리키며 1 요소와 2 요소 근접하여 
옆에 붙어 있는 두 판요소를 의미한다. 개념적인 모델링은 Fig. 2
와 같다. 

Fig. 2 The conceptual drawing of the tanks in a ship
탱크내의 유체에 의한 압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3)

여기서 는 유체밀도이고, 는 유체가 작용하는 면인 에서 
 만큼 떨어진 점-소스(a point source)의 값이며, 는 절점
에서 절점으로 향한 단위벡터이다. 가 구하려는 판요소 위의 
한 점 에서의 압력이다. 그런데 한 유체입자의 움직이는 속도를 
로 표시하면 이것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24)

식 (23)과 (24)를 이용하게 되면 구하려고 하는 가속도에 비례하
는 유체 부가수질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식 (24)를 행렬식
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5)

식 (21)을 점-소스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식 (23)을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이 된다.

        
    



 











  










     (26)

식 (26)은 식 (24)의 압력을 면적 적분한 것이다. 이제 식 (21)과 
식 (25), (26)을 같이 고려하면, 

     
             (27)
   

        (28)

따라서, 탱크내 유체력에 해당하는 유체 부가수질량을 식 (28)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고려한 속도포텐셜의 점-소스는 
다음 과정을 거쳐서 소거된다.

     
       (29)
       (30)

여기서 는 새롭게 중앙부 근처에 추가한 점-소스 와 유체
입자 속도 사이의 관계계수항이고, 그에 따른 힘의 비례계수는 
이다. 식 (29)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Lagrange multiplier  
를 도입하여 다음의 식을 고려한다.

  

         

    (31)

이 식의 의미는 속도 포텐셜의 점-소스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 식을    에 관해 미분하여 행렬식 형태로 정리하면, 

 




  
   

  

























 



















    (32)

윗 식에서 중앙에 있는 에 관하여 정리하면     이므로 
이식을 이용하여 를 소거할 수 있다.

   



 

 

 






      (33)

이 식을 이용하면 Lagrange multiplier 와 새로운 점-소스 



에 관해 풀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식 (30)을 다시 쓰면, 
       

   
   




 

 





 



    (34)

이 식과 식 (27)을 비교해 보면 

    




 

 





 

     (35)

이 됨을 알 수 있다.

3. 전선진동해석 결과
3.1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

전선진동해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DWT 50k Ton급의 
Chemical/oil tanker로서, 선박과 주 기관의 주요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he subjected vessel

좌현에 해당하는 반쪽 모델링한 형상은 Fig. 3과 같다. 전체모
델링에 사용된 절점수는 4007개이고, 판 요소수는 6117개, 보 
요소수는 1270개 이다. 진동을 해석하기 위한 하중조건은 
Normal Ballast Arrival 조건과 Homogeneous Departure 조건 등 
두 가지 조건을 선정하였다. 이 하중조건의 주요사항은 Table 2
에 정리하였다. 모델링과 해석에는 서두에 지적하였듯이 
MD/PATRAN 2008 r1과 MD/NASTRAN 2008 r3 버전을 사용하
였다. 자유진동해석을 하기 전에 lightweight 조건에서 모델링 되
어 있는 상태의 weight와 Trim & Stability Calculation의 실제 
weight를 비교한 것을 요약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Fig. 3 Modeling of a Half of the Ship
Table 2. Comparison of Loading conditions

Table 3. Comparison of the model weight and the actual 
weight

3.2 자유진동해석 결과

자유진동 해석결과는 Table 4~5에 정리하였다. 진동모드는 
부록 A에 실었다.

Table 4. Free vibration analysis results in the balla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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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e vibration analysis results in the full load 
condition 

Ballast 조건일때는 1차 상하방향 진동모드와 주기관 1차 진동주
파수가 15% 내에서 공진할 위험이 있으며, Deck house 진동 1
차 진동모드와 propeller 1차 진동주파수와 거의 일치하므로 주
의를 요한다. 또한 Full load 조건에서는 6차 상하방향진동모드
와 propeller 1차 진동주파수와 거의 일치하여 공진의 위험이 있
다. Fig. 4와 5에 각 하중조건에서의 공진곡선을 보였다.

Fig. 4 Resonance curve in the ballast condition

Fig. 5 Resonance curve in the full load condition

3.3 강제진동해석 결과

주기관에 의해 가진되는 힘과 모멘트에는 2, 4차 상하방향 모
멘트와 6, 12차 횡방향 모멘트, 그리고 실린더차수의 H-moment
와 2차부터 10차까지 존재하는 X-moment가 있다. propeller에서 

가진되는 힘과 모멘트는 프로펠러 날개수의 1차 또는 2차(간혹 3
차까지)의 가진력을 생산해 내는데, 이에는 프로펠러 상부 선체
부에 작용하는 변동압력에 의한 힘과 축계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
는 축 전달력과 모멘트가 있다. 주기관에 의한 힘과 모멘트는 엔
진 사양서를 참고하였으며, 프로펠러에 의한 가진력은 경험식
[DNV, (사)한국선급]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들 성분력을 분석
하여 Table 6에 정리하여 놓았다. 

Table 6. Exciting force and moment by the Main Engine

강제진동해석은 MD/NASTRAN 2008 r3의 Direct Frequency 
Response Analysis 해석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NASTRAN에
서는 DLOAD card를 사용하여 Table 7의 기진력들을 조합하여 
입력시켰다. 감쇠계수는 2.0%의 비례감쇠계수를 일률적으로 사
용하였다. 강제진동해석을 통해 응답을 얻어낸 위치는 Fig. 6에 
보였다. 이 위치들은 진동응답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대표적인 결과값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외 관
심위치가 있다면 추가적인 해석을 통해 응답을 얻을 수 있다.

Fig. 6 Selected position for solving the vibration resoponse
여기서 Position 1의 위치는 Navigation bridge deck의 중앙부 
선수단, Position 2의 위치는 Funnel top panel 중앙부 선수단을, 
Position 3의 위치는 Transom 상부 main deck 선미 끝단을 나타
낸다. 이들 위치에서의 진동응답 해석결과는 Table 7과 8에 정리
하였으며, 주파수에 따른 응답곡선은 부록 B에 정리하였다. 

Table 7. Response velocity at selected locations in the 
ballast condition



Table 8. Response velocity at selected locations in the full 
load condition

상기 Table 7과 Table 8에서 보면, main engine에 의한 
V-Moment 2차와 4차 기진력에 의해 ISO 거주구 진동기준치인 
9mm/s 보다 200~300%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
기관의 2, 4차 v-moment에 의한 기진력을 상쇄시키기 위한 
moment compensator의 설치가 강력히 요망된다. ballast 조건
에서는 main engine H, X-Moment 기진력에 의해 funnel 상부와 
aft peak인 transom 상부 main deck에서 조금 크게 나타나고, 
full load 조건에서는 main engine V-Moment와 propeller hull 
surface force 1차 성분력에 의해 진동응답이 funnel 상부에서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거
주구역에서는 main engine과 propeller에 의한 기진력에 의한 선
체부의 진동응답은 ballast 조건에서 main engine V-Moment 기
진력에 의한 진동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에서 기준치 9 mm/s 이
하의 진동응답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부에서는, 
transom 상부 deck에서 main engine V-Moment 기진력에 의한 
진동응답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funnel 상부에서는 main 
engine V-, H-, X-Moment와 propeller hull surface force 1차 
성분력에 의해 진동응답이 funnel 상부에서 진동응답치가 조금 
크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체진동에서의 유체력 고려방법을 개선하여 

전선진동해석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실선 진동해석에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방법대로 
선체 중심부에 부가수질량을 집중시키게 되면 부가수질량의 3차
원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기 힘들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
른 해석결과의 정확도도 떨어질 것이라 본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해진 유체 속도포텐셜로 압력을 구한 후 
이를 선체표면에 따라 적분하여 각 선체표면의 해당 절점에 직접 
분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동해석의 정확도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대상호선에 대한 진동해석을 상기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수
행하였다. 자유진동해석 결과에 따르면, ballast 조건일때는 1차 
상하방향 진동모드와 주기관 1차 진동주파수가 15% 내에서 공
진할 위험이 있으며, deck house의 1차 진동모드와 propeller 
blade 1차 진동주파수와 거의 일치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Full load 조건에서는 6차 상하방향진동모드와 propeller 1차 진

동주파수와 거의 일치하여 공진의 위험이 있다. 강제진동해석 결
과에 의하면, 거주구역에서는 main engine과 propeller에 의한 
기진력에 의한 선체부의 진동응답은 ballast 조건에서 main 
engine V-Moment 기진력에 의한 진동응답을 제외하고는 모두에
서 기준치 9 mm/s 이하의 진동응답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거주구에서 나타나는 주기관 2차와 4차 기진력에 의
한 과도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main engine compensator 설
치 등의 방진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구조부에서는, transom 상
부 deck에서 main engine V-Moment 기진력에 의한 진동응답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 funnel 상부에서는 main engine V-, 
H-, X-Moment와 propeller hull surface force 1차 성분력에 의
해 진동응답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선 시운전시 진동을 계측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 
해석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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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Free Vibration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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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이용한 내충돌 응답해석
이상갑, 공길영, Hong-Anh, 조헌일(한국해양대)

요 약

산적화물선의 해난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LS-DYNA의 유체-구조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주변의 해수(seawater)를 고려하여 수면에 떠 있거나 수중에 잠겨있는 컨테이너 박스와의 내충돌 응답해석을 수
행하였다. 충돌에 대한 역학적 거동과 손상 결과를 본 해난사건의 손상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역으로 충돌 당시의 부유체의 선박
과의 충돌상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주변 해수로 인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의 운동
(motion)을 구현할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의 운동으로 인한 상호 간섭효과도 고려할 수 있었다. 두 물체가 근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압착압력(squeeze pressure)과 항행하는 선박의 측벽을 스쳐지나가는 컨테이너 박스가 받는 간섭력(bank effect)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여 내충돌 응답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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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적화물선(bulk carrier)이 운항 중 미확인 부유체(본 연구에

서는 40ft 컨테이너 박스로 추정)와의 충돌에 의해 Fig. 1과 같은 
선체의 손상을 보고하고 있다.

⋅ 2번 화물창 좌현 늑골(frame)번호 123∼127 사이에 화물창 
바닥(inner bottom)에서 7∼8mm 상단에 3개의 균열(Fig. 1
의 ③) 추정

⋅ 2번 화물창 좌현 늑골번호 122번 후방 20cm, 화물창으로부
터 약 2.5m 상방에 국부적으로 움푹 들어간 자국(localized 
indent) (Fig. 1의 ②) 추정
- 균열위치로부터 후방 늘골 2개 간격 뒤, 상방 약 2.5m 상

방에 위치
⋅ 좌현 늑골번호 122번 전방 약 20m 전방 (늑골번호 150번으

로 추정) 1번 화물창에도 1차 충돌(타격)흔적 (Fig. 1의 ①) 
발견 추정
- ①번 타격지점에서 ②번 타격지점 사이에는 약간 경사지게 

흔적의 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①번 타격지점도 균열 
위치에서 2.5m 상방에 위치

Fig. 1 Damage configuration of bulk carrier
산적화물선의 해난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LS-DYNA(LSTC, 2009)의 유체-구조 연성(FSI; 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주변의 해수(seawater)를 고려
하여 수면에 떠 있거나 수중에 잠겨있는 컨테이너 박스와의 내충
돌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진은 FSI 기법을 이용한 선박
의 내충돌 응답해석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Lee et al., 
2009, 2010a, 2010b, 2010c).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면 주변 
해수로 인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의 운동(motion)을 구현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의 운동으로 인한 상호 간섭효과도 고려할 수 있
다. 두 물체가 근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압착압력(squeeze 
pressure)과 항행하는 선박의 측벽을 스쳐지나가는 컨테이너 박
스가 받는 간섭력(bank effect)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할 수 있어
야 내충격 응답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적화물선 선박과 40ft 컨테이너 
박스 부유체의 FSI 해석기법을 이용한 실선 충돌 수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고, 충돌에 대한 역학적 거동과 손상 결과를 본 해난

사건의 손상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역으로 충돌 당시의 부유체의 
선박과의 충돌상황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내충돌 응답해석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 FSI 해석기법을 사용한 선박의 내충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 해수(유체) 영역의 크기
- 유체, 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의 유한요소 크기

⋅ 정수 중 컨테이너 박스에 의한 선박의 첫 번째 손상위치 타
격 가능성 파악
- 컨테이너 박스의 선수부 전방위치 : 선박 주행으로 인한 

조파의 영향
- 선박의 종중심선(longitudinal center line)으로부터의 위치 

: 조파의 영향
- 수면에 떠 있는 경우와 수중에 잠겨있는 경우 : 수상 흘수 

및 수중 깊이에 대한 영향 크기
⋅ 충돌에 의한 재료의 파단기준(Fracture Criterion)

- 유한요소 크기에 따른 재료 파단기준 : 파단 변형률
(fracture strain) 0.2

- 동적영향 고려 : strain rate 고려

2. 수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시나리오
선박 및 주요치수는 Table 1과 같고, 컨테이너 박스는 컨테이

너 ISO 표준규격에 따른 40ft high cube를 사용하였으며 주요치
수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bulk carrier
Items Principal dimensions

Length (PP) 140.000 m
Length (Scantling) 139.069 m

Breadth (MLD)  22.860 m
Depth (MLD)  13.000 m

Draught (MLD)   9.611 m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container box
Items Principal dimensions
Length 12,192 mm (40 ft)
Breadth 2,438 mm (8 ft)
Height 2,896 mm (9 ft 6 in)

Self mass 2,593.6 kg
Max. total mass 2,593.6 kg

2.1 유한요소 모델링
FSI 해석기법을 사용한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의 실선 충돌 수

치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중 공기(air)를 제거한 형상
은 Fig. 2와 같다. 유체(공기와 해수)를 제거한 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의 유한요소 모델은 Fig. 3과 같다.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는 



FSI 해석을 위한 전선의 강체 부분(rigid body)과 내충돌 해석을 
위한 변형체 부분(deformable 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 FSI 해
석을 위한 유체 영역은 Fig. 4에서와 같이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
를 부력으로 띄우고,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의 충돌지점을 충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의 충돌지점에서 충돌하고 튕겨나가는 것도 감안하여 선박
의 좌측 영역도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하였다. Fig. 1에서 나타
낸 각 부위에서의 컨테이너 박스 충돌예상 지점 ①번 및 ②번과 
관련된 늑골번호 150과 122번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2 F.E. configuration of bulk carrier and container box 
for FSI analysis technique w/o air part

Fig. 3 F.E. configuration of bulk carrier and container box

Fig. 4 Fluid F.E. configuration for FSI analysis technique

Fig. 5 Collision expected positions of container box to 
deformable bulk carrier F.E. model

2.2 동적효과 및 파단을 고려한 재료 물성치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는 동적효과(strain rate effect)를 고려

하기 위하여 연강(mild steel)과 고장력강(high tensile steel)의 
재료 물성치를 Table 3에서와 같이 Cowper-Symond 변형률 의
존(strain rate  dependent) 재료와 파단 변형률을 고려하여 충돌
에 의한 파단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하였고, Fig. 6과 같은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하였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of container box
Property Mild steel High tensile steel

Young's modulus(GPa) 206 206
Density(kg/m3) 7,850 7,850

Yield stress(MPa) 235 315
Ultimate stress(MPa) 445 525

Failure strain 0.2 0.2
Dynamic yield stress constants(s-1)D=40.4, q=5 D=24,805, q=5

0 0.1 0.2 0.3 0.4 0.5
Strain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St
re

ss
 (M

Pa
)

mild steel
higher tensile steel

Fig. 6 Stress-strain curves of mild & high tensile steel
2.3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FSI 해석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와 선체 사이의 유체(해수) 영
향을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 수면에서 약 4.5m 아래, 늑골번호 150번에 위치하는 지점에 
1차 충돌 가능성 확인

⋅ 1차 충돌 후 2차 충돌지점에 충돌 가능성 확인
⋅ 전진하는 선박의 전방에 정수 중에 떠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운동 파악 필요
선박의 진행방향 전방에 상하 및 좌우 위치에 따른 컨테이너 

박스의 충돌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 수면위에 떠 있는 경우와 수면 아래 잠겨있는 경우 고려
⋅ 전방 상하 및 좌우의 넓은 영역을 먼저 고려 : 수면 위 흘수 

1.0m ~ 수면 아래 4.5m, 종중심선에서 좌현으로 1.0m ~ 
3.0m 사이

⋅ 넓은 영역 검토 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좁은 영역을 고려 : 
수면 아래 0.0m ~ 0.5m, 종중심선에서 좌현으로 1.5m ~ 
2.2m 사이

Fig. 7은 컨테이너 박스가 자유수면(free surface) 아래 a(m) 
만큼 아래에 잠겨 있는 경우와 선박의 종중심선(longitudinal 
center line)에서 b(m) 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하여 도식적으
로 나타내었다.

  

Fig. 7 Container box position at up & down of free 
surface and from port of longitudinal center line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 위에 떠 있는 경우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경우에 대한 각 컨테이너 박스의 질량을 추정하여 FSI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최대 
총질량으로 해수에 떠 있는 경우에서 수면 아래 0.0m 에서 
1.0m, 2.0m, 3.0m 및 4.5m에 떠 있는 경우와 0.0m ∼ 0.5m 사
이에 0.1m 간격으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에 대하여 컨테
이너 박스의 질량을 Table 4와 같이 추정하였다.

Table 4 Estimation of container box mass according to 
vertical position at free surface

a (m) mass (kg) a (m) mass (kg)
draft 1.0 30,480 0.1 89,000

1.0 92,500 0.2 89,500
2.0 94,000 0.3 90,000
3.0 95,000 0.4 90,500
4.5 97,000 0.5 91,000

3.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FSI 해석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함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은 선박과 컨테이너 박
스를 강체로 전부 전환하여 수행하고 예상되는 컨테이너 박스의 

추정위치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은 변형체를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3.1 넓은 영역에서의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선박 진행방향 전방에서 상하 및 좌우의 넓은 영역에 대한 내
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응답의 결과를 Table 5에 요약하였다. 각 
경우에 대한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응답 중에서 중요한 거동
(behavior)을 Fig. 8 나타내었고,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이 지나감
에 따른 전후방향 거동(surging), 좌우방향 거동(sway) 및 상하방
향 거동 중 한 경우를 Fig. 9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Table 5 Collision possibility of container box at broad area
a (m) b (m) Collision b (m) Collision

draft 1.0 1.0 No 3.0 No
0.0 1.0 Yes 3.0 No
1.0 1.0 No 3.0 No
2.0 1.0 No 3.0 No
3.0 1.0 No 3.0 No
4.5 1.0 No 3.0 No

4.5 (constraint) 1.0 No 3.0 No

넓은 영역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 바로 
아래 0.0m에 잠겨있는 경우 종중심선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
을 경우에만 선박에 충돌되었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1차 충돌
지점과 비교한 선박 외판에서의 충돌위치와 충격력(collision 
force)을 나타낸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충돌지점에 비하
여 상당히 앞쪽에 부딪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경우는 수면 위에 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부력이 상당히 작아 작은 충격력에 의해서도 
쉽게 튕겨 나가며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1
차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2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면 
아래 4.5m의 1차 충격지점과 같이 수면 아래 4.5m에 잠겨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모두 선박의 선저 밑으로 가라앉아 지나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Table 5에서 a(m)가 4.5m (constrain) 인 경우
는 컨테이너 박스가 4.5m 수심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수평면 내
에서 운동하도록 constraint(구속) 시킨 경우로서 이 또한 수면 
위에 떠 있는 경우와 같이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박의 컨테이너 박스에 의한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선
박이 컨테이너 박스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파(making 
wave)가 컨테이너 박스를 선박으로부터 밀어내고, 또한 두 물체
가 근접함에 따라 발생하는 압축력(squeezing pressure)에 의해 
컨테이너 박스를 밀어내는 특성에 따라 쉽게 충돌하지 않고 피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의 종중
심선에 가까울수록 선박의 선수부 아래로 빠르게 내려앉고, 멀어
질수록 선박의 선수부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나 속도는 떨어지지
만 선박의 진행방향 옆 방향으로 더 크게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수면 아래 a = 0.0m, 종중심선에서 b = 
1.0m을 중심으로 보다 작은 영역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Fig. 8 Collision response behavior of container box with 

surrounding seawater at a = 0.0m & b =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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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lision response of container box at b=1.0m far 

from longitudinal cent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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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llision location of container box and collision 

force at a = 0.0m & b = 1.00m
3.2 좁은 영역에서의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앞 절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검
토하기 위하여 수면 아래 0.0m ~ 0.5m, 종중심선에서 좌현으로 

1.5m ~ 2.2m 사이의 좁은 영역에 대한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응답의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였다. 각 경우에 대한 내충돌 수
치 시뮬레이션 응답 중에서 중요한 거동을 Fig. 11에 나타내었
다.

Table 6 Collision possibility of container box at narrow area
a (m) b (m) Collision b (m) Collision
0.0 2.00 Yes 0.2 No
0.0 2.02 Yes 0.2 No
0.0 2.04 No 0.2 No
0.1 2.00 Yes 0.3 No
0.1 2.02 Yes 0.3 No
0.1 2.03 Yes 0.4 No
0.1 2.04 No 0.5 No

좁은 영역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 바로 
아래 0.0m 및 0.1m에 잠겨있는 경우 종중심선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을 경우에 선박에 충돌되었다는 알 수 있었다. 또한 1
차 충돌지점과 비교한 선박 외판에서의 충돌위치와 충격력을 나
타낸 Fig. 12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아래 0.0m일 경우 종중심선
에서 1.0m 보다는 2.0m 정도 떨어져 있을 경우가 1차 충격지점
에 보다 근접해지고 있고, 수면 아래 0.0m 보다는 0.1m가 보다 
더 근접해지고 높이방향으로도 보다 근접해져서 충격력이 훨씬 
작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아래 0.2m 
보다 아래에 잠겨있는 경우에는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박의 1차 충돌지점에 충돌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수면아래 0.1m, 종중심선에서 2.02m에 위치하는 컨테이너 박스
와의 충돌시나리오에 대하여 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를 파단 가능
한 변형체로 전환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1 Collision response behavior of container box with 

surrounding seawater at a = 0.1m & b = 2.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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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llision location of container box and collision 

force at a = 0.1m & b = 2.02m 
3.3 파단 가능한 변형체 모델링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아래 0.1m, 종중심선에서 2.02m에 위치
하는 컨테이너 박스와의 충돌시나리오에 대하여 선박 및 컨테이
너 박스를 파단 가능한 변형체로 전환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Fig. 13는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 응답 중에서 중요
한 거동을 나타내었고, Fig. 14에 충돌력, 선박의 컨테이너 박스
와의 충돌지점에 발생하는 응력, 소성변형률 및 변형  응답 거동
을 나타내었다. 변형은 변형 전과 변형 후를 구분하여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확대률(scale factor)을 크게 증가시켜서 
보다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5에는 컨테이너 박
스와의 충돌력, 최대응력, 변형 및 소성변형률의 거동을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Fig. 13 Collision response behavior of deformable bodies 

with surrounding seawater at a = 0.1m & b = 2.02m

 
(a) stress                         (b) plastic strain

 
(c) deformation                   (d) deformation (SF = 5.0)

Fig. 14 Collision response behavior of deformable bodies 
at a = 0.1m & b = 2.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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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llision response of deformable bodies at a = 

0.1m & b = 2.02m
2.2절에 언급한 Cowper-Symond 변형률 의존 재료와 파단 

변형률을 고려하여 선박과 컨테이너 박스가 충돌에 의해 파단을 
발생시킬 수 있게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나 선박
의 1차 충돌지점에는 파단을 발생하지 않았다. 최대응력이 약 
250MPa, 최대 소성변형률이 0.026 정도로서 재료적으로는 항복
응력을 조금 넘은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였고, 이 지점에 약 1.5m 
정도의 지름을 갖는 원의 면적 정도에 최대변형 약 60.0mm, 잔
류변형 약 40.0mm 정도의 미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4. 종합적 고찰
이상의 유체-구조 연성 해석기법을 사용한 실선 내충돌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들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선박
과 컨테이너 박스와의 충돌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 전진하는 선박의 조파 및 선박주위의 유동에 의한 영향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수면 위에 떠 있는 경우 1차 충돌지점에 부
딪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면 아래에 잠겨 있
을 경우에는 종중심선에 가까이 있었을 경우 빠른 속도로 선
박 아래로 가라앉고, 종중심선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경우 다소 느린 속도로 선박 아래로 가라 앉는 것으로 보아 
수면 바로 아래(0.0m ~ 0.1m)에 잠겨 있으면서 종중심선에



서 약 2.0m 정도 떨어져있을 경우에만 1차 충격지점에 충돌
이 발생하였다.

⋅ 수면 아래에 잠겨 있을 수면에 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부력
을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1차 충격지점에 충돌한 후에 바
로 가라앉으므로 2차 충돌지점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1차 충돌지점에 충돌한 경우에도 
손상이 매우 미미한 정도이고, 2차 충돌지점에도 충돌이 발
생하지 않았으며 균열이 발생한 곳과는 매우 동 떨어져 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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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및 거주구  
고유진동수 예측식 개발 
박진화(현대중공업), 이찬희(현대중공업) 

 
요 약 

 
선박의 주요한 진동인 선체 및 거주구의 진동 문제는 주로 관련 기진력과 고유진동수와의 
공진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선체 및 거주구의 고유진동수를 설계 
단계별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공진 회피를 통한 방진 설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적인 
선박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선박의 계측 자료를 
이용하거나, 70 년대에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예측식은 과거의 선박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최신 선박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선체 및 거주구를 1 차, 2 차 혹은 3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 의한 진동해석으로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있다.  
당사는 실적선의 계측 결과를 토대로 초기설계 단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와 거주구의 전후 및 횡진동 고유진동수를 추정할 수 
있는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이 예측식은 최근의 초대형 유조선의 고유진동수 추정에 대해 
약 8% 내의 오차로 초기설계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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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에 건조되고 있는 초대형 유조선(VLCC)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전의 VLCC에 비해서 선박 크기와 주기관의 파워가 
커졌다. 특히 2차 불평형 모멘트와 6차 H-모멘트가 매우 큰 주
기관(6S90MC-C)이 설치된 VLCC는 이로 인한 선체, 주기관 및 
거주구 진동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거주구의 높이와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거주구 구조의 유연성 
및 공진으로 거주구 진동 수준이 ISO-6954의 진동 허용치 
6mm/s를 초과할 가능성이 증대되는 반면에 쾌적한 거주성 확보 
차원에서 진동 허용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
이 VLCC는 선체 및 거주구의 진동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으므로 조선소는 설계 단계부터 방진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Table 1 Construction history of VLCC  

Hull No. A B C D 
DWT 228K 254K 308K 318K 

construction 1974 1988 1999 2009 
L(m) 329.18 310.0 319.1 319.0 
B(m) 51.8 56.0 58.0 60.0 

M/E (kW) Turbine 6 Cyl. Diesel 
(16,494) 

7 Cyl. Diesel 
(27,527) 

6 Cyl. Diesel 
(29,340) 

Propeller 4 4 4 4 
D/H floor 5 5 7  7 

 
선박의 주요한 진동의 하나인 선체 상하진동 및 거주구 진동 

문제는 주로 주기관 및 프로펠러의 관련 기진력의 기진 주파수
와 선체 및 거주구의 고유진동수와의 공진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대상 선박의 선체 및 거주구의 고유
진동수를 설계 단계별로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공진 회피
를 통한 방진 설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적으로 선체 및 거주구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초기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선박의 계측 자료를 이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70년대에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예측식은 과거의 선박에는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으나 최신 선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당사는 
실적선의 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선종 별 선체진동의 고유진
동수 추정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에

서는 선체 및 거주구를 1차, 2차 혹은 3차원 유한요소 모델에 의
한 진동해석 방법으로 고유진동수를 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 VLCC 실적선의 계측결과 및 해석결과를 
토대로 방진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진회피 설계를 위하여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와 거주구 전후 및 횡진동 고유진동수를 추
정할 수 있는 예측식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는 이론적으로는 예측식 혹은 해석

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며, 계측으로는 기진기 시험 혹은 해상 
시운전시에 Hard turn 혹은 Anchor drop and snub test 및 선미
부 상하진동의 spectral map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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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Spectrum map of the Sunken deck aft end (Vertical)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 모드는 주기관 2차 불평형 모멘트와 

공진이 될 경우 선체 및 거주구에서 높은 진동을 유발할 수 있으
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정확한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당사에서 건조된 VLCC의 주요 설계 인자별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특성을 경하 및 만재 상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여기
서는 경하 상태에서의 배 길이와 배 폭에 대한 선체 상하진동 고
유진동수의 특성을 Fig. 2 및 Fig.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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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ull vertical bending natural frequency wrt. Hul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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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ull vertical bending natural frequency wrt. Hull breadth 

 
주요 설계 인자를 고려하여 당사에서 개발한 VLCC의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NVn)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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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는 배 폭(m), D는 배 깊이(m), △는 배수량(tonf), 

△1은 부가질량 고려 배수량, L은 배 길이(m), d는 흘수(m)를 의
미한다. 

 
보정인자 C1n 및 C2n의 값은 과거 당사의 벌크선, 유조선, 콘

테이너 운반선과 광물 운반선 등에 대하여 도출된 예가 있으나, 
최근 VLCC는 기존 VLCC에 비해 배 폭과 배 깊이 등이 큰 폭으
로 증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VLCC에 
대하여 최적화된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 추정 보정인자를 도
출하였다. 2절 상하진동 고유진동수의 보정인자 C1n은 12.73이
고, C2n은 -4.51이다. 

 
정확도 검증을 위해 당사에서 개발한 예측식과 기존 예측식 

중 널리 적용되고 있는 Todd 식을 비교하였다(Fig. 4). Todd 식
의 구조는 상기 식 (1)과 동일하나, 유조선에 대한 상하진동 2절 

진동모드의 보정인자로 C1n=9.42, C2n=28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
다. 비교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Todd 식은 실제 계측 결과에 
비해 상당히 높게 계산되는 반면 당사에서 개발한 예측식은 최
대 오차 5%로 정확하게 계산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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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구 전후 및 횡진동 고유진동수 
기존 거주구 고유진동수 예측식으로 Hirowatari 방법과 DNV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Hirowatari 방법의 경우 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고려하는 인자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50~60년대의 
일본 선박 계측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식이기 때문에 최신 선
박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거주구 횡진동 고유진동수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DNV 식의 경우 고유진동수 계산 시 거주구 하부 강성
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정확
히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사 VLCC의 풍부한 설계 자료와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거주구 전후진동 고유진동수는 물론 횡진
동 고유진동수까지 추정할 수 있는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거주구의 고유진동수를 추정하기 위한 예측식의 주요 인자로
써, 거주구의 형상을 대표하는 세가지 인자인 거주구의 높이(H)
와 거주구의 전후방향 길이(L), 거주구의 폭(B)를 선택하여 고려
하였다(Fig. 5 및 Fig. 6) 또한 거주구와 거주구 하부 구조의 연
결성을 고려하는 인자로써 거주구 지지도(Rigidity)를 도입하였다. 
거주구 지지도는 거주구와 거주구 하부로 연결되는 elevation과 
거주구의 section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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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ck house natural frequency wrt. L/H 

 

1.00 1.20 1.40 1.60 1.80

B/H

Fr
eq

ue
nc

y 
[H

z]

D/H Longi. mode
D/H Trans. 1st  mode
D/H Trans. 2nd  mode

 
Fig. 6 Deck house natural frequency wrt. B/H 

 
거주구의 형상 구조와 거주구 지지도 및 질량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거주구 고유진동수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1 ( )
2

B L Kf Hz
H M

α β

γπ
=                     (3) 

 
여기서, H는 거주구의 높이(m), L은 거주구의 전후방향 길이

(m), B는 거주구의 폭(m) 그리고 K는 전체 강성(N/m)으로 거주
구 강성과 거주구 하부 강성을 모두 고려한 강성 값이다. 마지막
으로 M은 선각과 의장품을 포함한 거주구의 질량(ton)을 의미한
다. 

거주구 고유진동수 계산시 , ,α β γ 는 거주구 진동 모드에 
따른 기여도 상수로, 당사 건조호선의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최
적화하여 도출하였다. 

거주구 형상인자의 지수 부분은 물리적으로 거주구의 진동 모
드 별 해당 형상인자의 기여도를 의미한다. 본 예측식을 이용하
여 당사 VLCC 15척에 대해 거주구 고유진동수를 계산하여 계측
자료와 비교한 결과 거주구 전후진동, 횡진동 1차 및 2차 고유
진동수 모두에 대해 8% 오차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당사는 실적선의 계측 결과를 토대로 초기설계 단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의 선체 상하진동 고유진동수와 
거주구의 전후 및 횡진동 고유진동수를 추정할 수 있는 예측식
을 개발하였다. 본 예측식은 최근의 초대형 유조선의 고유진동
수 추정에 대해 약 8% 내의 오차로 초기설계 단계에서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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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반선(PCTC)의 구조안정성 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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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e Car and Truck Carrier(PCTC) is a ship for transportation of high roof type or heavy 

vehicles such as recreation vehicles, trucks, trailer, buses and buldozers.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cargo units is carried out by Roll-on/Roll-off through the stern ramp(or side ramp). 
Liftable car decks are arranged between some deck levels for the purpose of flexible loading of 
different height of vehicles on or below the deck. Because of the reason of loading the various 
kind of vehicles, PCTC has become more popular than the PCC in recent years. PCTC has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sufficient longitudinal strength and insufficient transverse racking 
strength due to limited number of transverse bulkhead. Following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in this study to confirm the structural adequacy of main structural members for 6,500 Unit 
Roll-On Roll-Off Car Carrier.

• transverse strength analysis based on standard rule loading
• entire ship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dynamic load analysis
• spectral fatigue analysis 
In this first paper, the results of transverse strength analysis is reported. In the second paper, 

the results of entire ship structural analysis and spectral fatigue analysis will b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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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CTC의 경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고 산적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
과는 다르게 특별히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발주
되는 선박이다.

PCTC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많은 차량을 적재하
기 위해서 10개 이상의 갑판과 큰 폭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 형상은 종강도 측
면에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지만, 차량의 효과적인 
적 ‧ 양하를 위하여 최소한의 횡격벽을 배치함에 따라 
래킹(Racking) 변형에 대한 횡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PCTC의 선박의 중앙부 화물창 구조를 살펴보면 차
량갑판은 일반적으로 두께가 얇은 박판이며 늑골은 종
식구조의 Be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늑골은 갑판 트
랜스버스에 의하여 지지되며 갑판 트랜스버스는 인접
한 갑판 종거더에 의해서 상호 지지되는 구조이다. 이
러한 일차 지지부재들은 1열 또는 2열의 하부 필러
(Pillar)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설계차량하중에 대한 
갑판 트랜스버스, 갑판 종거더, 필러와 같은 일차부재
들의 강성 및 구조적인 배치는 초기 설계에 있어서 중
요한 요소이다. 

PCTC는 선측트랜스버스와 갑판 트랜스버스의 배치
방법에 따라서 Flexible type과 Conventional Type으
로 나누어진다.

Fig. 1 Midship Section
Flexible Type은 선측 트랜스버스와 갑판 트랜스버

스를 어긋나게 배치하여 선체구조가 래킹에 대해서 유
연하게 거동을 하게 하는 구조배치의 방식이다.   
Conventional Type은 선측트랜스버스와 갑판 트랜스

버스를 동일한 단면에 배치하는 통상적인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Conventional Type의 PCTC에 대한 

화물창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소
개하고자 한다.

2. 화물창 구조해석
2.1 해석모델의 주요제원

해석모델의 주요제원은 아래와 같다.

Car Capacity   6,500 units
Length Scantling abt. 188.6 m
Breadth abt. 32.26 m
Depth(Upper Dk) abt. 32.64 m
Depth(Freeboard Dk) abt.  14.3 m
Draft(Scantling) abt.  10.0 m

2.2 유한요소모델
본 화물창 구조해석은 한국선급 강선규칙 제3편, 부

록 3-2의 화물창 구조해석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선급이 보유하고 있는 범용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Nastran과  Pre-Post processor
인 SeaTrust-Holdan (Ver.4.6)을 이용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범위는 화물창 중앙부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선체길이 방향으로 2개의 Pillar 공간
(1/2+1+1/2 Pillar Spacing)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화물 
적재의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PCTC의 특성상 화물창
이 단일 화물창이므로 일반적인 선박과는 해석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판으로 구성된 모든 외판, 갑판, 종격벽, 늑판 및 
필러는 판요소로 이상화 하였고, 종늑골 및 횡늑골 등
은 보요소로 이상화 하였다. 구조모델은 부식에 대한 
예비두께를 포함한 부재치수를 사용하였고 모델내의 
응력분포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의 요소분할을 하



하중 상태
1 하부 갑판의 최대 하중 상태
2 상부 갑판의 최대 하중 상태
3 밸러스트 상태
4 횡방향 비대칭 하중
5 종방향 비대칭 하중
6 침수 상태

였다. 하중이 선체구조의 좌 ‧ 우현에 대하여 비대칭이
므로 전폭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2.2 Model Extent

2.3 적용하중

화물창 해석에 적용된 하중은 정수압, 파랑하중, 밸
러스트 하중 및 화물하중이 고려되었다. 

선저판 선측외판에 작용하는 정수압은 강도계산용 
흘수를 적용하였고 밸러스트 하중조건과 침수시의 하
중조건에서는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흘수를 기
준으로 적용하였다. 

파랑하중은 파도의 파정 또는 파저에 해당하는 파랑
변동하중으로서 Fig. 2.3에 나타난 정수 중 흘수에서
의 정수압으로부터의 변동분 H0, H1 및 H2에 상당하는 
수두(m)를 고려하여 압력으로 분포시켰으며, 선박의 
길이방향으로 균일하게 적용하였다.

밸러스트의 하중은 해수의 밀도 1.025ton/m3를 적
용하였으며, 밸러스트탱크 수두의 상단은 탱크의 정판
상 넘침관의 상단까지의 거리의 1/2의 위치로 하였다.

Fig. 2.3 Wave Induced Load

화물하중은 각 갑판별로 적재하고자 하는 차량에 따
라서 해당 갑판에 규정된 Design Uniform 
Load(ton/m2)를 적용하였다. 하중조건에 따라 선박의 
선체운동에 의한 상하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고려되었
다. 가속도 성분의 참고식은 이중선체 유조선 공통규
칙(CSR Tanker)에 따라서 적용하였다.

2.4 하중조건

하중조건은 대표적으로 만재하중상태, 밸러스트하중
상태 및 침수 상태를 선택하였다. 차량적재상태는 평
가하고자 하는 구조부위에 따라 각 갑판의 적재하중상
태를 여러 가지로 구현하여 적용하였다. 해석에 적용
된 하중조건은 아래표에 요약하였다.

Table 1 Loading Case

2.5 경계조건

해석모델에 부여하는 경계조건은 실제구조와 같은 
거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에 적



용하는 하중이 비대칭하중이므로 경계조건은 모델의 
양단에 선체길이방향 대칭조건을 적용하였고 폭 방향 
및 상하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다.

Fig. 2.5 Boundary Condition

2.6 허용응력

화물창 해석에 의한 응력의 평가는 아래표의 허용응
력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침수상태의 허용응력은 별도
로 규정되어 있다. 

Table 2.6.1 Allowable Stress(Intact)

Table 2.6.1 Allowable Stress(Flooded)

2.7 해석결과

화물창해석을 수행한 후 응력평가를 한 결과 다른 
부재들에 비해서 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구
조 취약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부갑판의 최
대하중상태를 구현한 하중조건에서 아래 부재들에 최
대 응력이 발생하였다. 늑판과 선측웨브의 경우 부분
적으로 응력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

Fig. 2.7.1 Von-Mises Stress



외부하중은 파정상태의 파랑하중이 선저외판에 최대
로 작용하고 내저판에 Counter Force로 작용하게 되
는 차량하중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늑판
에 큰 전단력이 작용하여 높은 응력을 유발하게 되었
다. 선측 웨브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빌지 반경과 좁은 
웨브 폭 때문에 선원 출입을 위해서 시공된 개구 주위
에서 응력이 높게 나왔다. 

갑판구조에서는 5번 갑판 및 A 갑판하부 트랜스에
서 응력이 높게 발생하였다. 갑판 하 트랜스는 1개의 
필러로 지지되는 구조이므로 길이(Span)가 비교적 긴 
취약구조이다. 특히, 5번 갑판의 경우 다른 갑판보다 
훨씬 큰 값의 차량갑판 하중이 적용되었고, A 갑판의 
경우 갑판하중은 작은 값이지만 또한 트랜스버스의 치
수가 작아서 응력의 분포가 크게 나왔다. 

Fig. 2.7.2 Von-Mises Stress
이 밖의 구조로는 5번 갑판 하부의 필러에서 큰 응

력이 발생하였다.

Fig. 2.7.3 Von-Mises Stress

필러는 화물창 내 갑판 트랜스버스와 종거더를 수직
방향으로 지지해주는 유일한 부재이므로 상부 갑판들
에 작용하는 차량하중들이 아래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상하방향의 압축응력이 크게 발생하였다. 

3. 결 론
본 해석을 통해서 PCTC 화물창의 구조안정성을 평

가할 수 있었다. 항복응력 및 좌굴강도평가 결과, 비교
적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취약구조부와 좌굴에 취약한 
패널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PCTC의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Racking에 대해서는 화물창 구조해석으
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전선해석을 수행하여 구
조안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응력집중부의 피로
(Fatigue)수명에 대해서는 Full Spectral Analysis를 수
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논문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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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운반선 하부 스툴 연결부의 피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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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was well known that almost all damages in bulk carriers are occurred in ballast hold since structural members in ballast 
holds are subjected to high internal pressure due to ballast water. Fatigue assessment procedure on CSR for bulk carrier is 
incorporating equivalent notch stress range obtained by multiplying the equivalent hot spot stress range by a fatigue notch factor. 
Finite element analysis using very fine mesh is commonly used for fatigue assessment of ballast hold such as lower stool and 
bilge hopper connection. 

In this study, fatigue assessment of lower stool connection on bulk carrier is performed and compared with consideration of 
mean stress and thickness effect by CSR for bulk carrier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result of 
considering two effect provide such different results of fatigue life with respect to existence insert plat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Item CSR-Tanker CSR-Bulk Carrier 
Stress to be 

used in fatigue 
assessment

Nominal stress or 
hot spot stress

Hot spot stress with a 
notch factor before 

entering the S-N curve
Residual stress 

and shake 
down

Not included Included

Mean stress 
effect Included Included

S-N curve
Nominal and hot 
spot stress S-N 

curves can be used
B-curve

Participated 
Classification 

Societies
ABS, DNV, LR BV, CCS, GL, NK, RINA, 

KR and RS

Ballast hold
(cases)

Cargo hold
(No. of cases of damage / 

No. of cargo holds)
IB/slant of LS 365 0

IB.sloping of BH 173 0.4
IS/sloping of BH 9 0

TB/LS 92 0.2
TB/US 63 0.5
HF/BH 15 0
HF/TST 31 0

Total 748 1.1

1. 서 론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에

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015척의 벌크운반선에 대하여 
설계, 피로 등에 의한 균열에 의한 손상을 조사한 결과 99.8%의 
손상이 ballast hold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72%가 bottom 
plate와 hopper tank 혹은 lower stool의 경사면과 만나는 위치
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1 Number of cases of damage

현재 대부분의 벌크운반선에서는 해당 위치에 insert plate를 
이용한 보강을 통해 피로수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lower 
stool과 inner bottom이 만나는 위치에서의 피로 문제는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위치에서의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방법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him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벌크운반선의 lower stool 부위에 대하
여 CSR에 따른 피로해석을 수행하고 평균응력효과 및 두께효과
에 대하여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2. CSR 피로해석 절차
CSR (Common Structural Rule) 적용 이전에는 각 선급별로 

상이한 가정 및 피로수명 계산에 사용되는 계수의 이용으로 인하
여 피로해석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조선현장에서 선체 피로설계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
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06년 4월 1일부터 공
통구조규칙의 발효로 인해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유조선의 피
로강도 평가 방법이 통일되었다. CSR에서의 피로강도 평가는 간
이피로해석법을 이용하게 되며, CSR 발효 이전의 대표적인 간이
피로해석 절차로는 DNV Classification Note 30.7등이 있다.

CSR에서의 이중선체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피로강도 해석 
방법의 차이점은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Lotsberg, 2006).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간이피로해석(Simplified fatigue analysis)의 경우 피로 수명 
추정에 사용되는 응력 범위는 통계적 피로해석(Spectral fatigue 
analysis)과는 달리 별도의 운동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선급에서 
규정하는 하중 조건에 따른 응력 해석의 결과와 장기 응력 분포 
함수 (Long term stress distribution)을 이용하여 피로 수명을 추
정하며 피로 손상율의 산정은 선형 손상 누적법(Palmgren-Miner 
rule)을 이용한다.

피로 손상율을 계산하기 위해 CSR-Bulk carrier에서 사용하는 
응력은 등가 유효 노치 응력으로 아래와 같이  로 계산한
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응력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되
는 결과에 CSR-Bulk carrier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수정계
수를 사용한다.
 
  ⋅⋅⋅⋅

여기서,
  부식환경에 대한 수정계수
  재료 수정계수
  판두께 수정계수
  평균응력 수정계수

본 연구에서는 부식환경에 대한 수정계수와 재료 수정계수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평균응력 수정계수와 판두께 수정계수에 
따른 피로수명의 차이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LENGTH OVERALL : Abt. 292.00 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 283.50 m

BREADTH (MOULDED) : 45.00 m
DEPTH (MOULDED) : 24.80 m

DESIGN DRAFT (MOULDED) : 16.50 m
SCANTLING DRAFT 

(MOULDED) : 18.30 m

3. 해석 대상 선박
본 연구에서 해석 대상이 되는 선박은 180,000 DWT 벌크운

반선이며, 기본 재원 및 3-hold 유한요소모델은 각각 표 3과 그
림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 of target vessel 

Fig. 1 3-hold finite element model of target vessel
해석대상인 ballast hold에서의 상세 해석 위치인 Lower stool 

구조부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현재 실선에서 사용되는 
Lower stool 연결부는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과도한 응력 
집중으로 인해 충분한 피로수명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위치이며, 
insert plate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Fig. 2 Lower stool connection

 피로해석 위치는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 8곳에 대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피로균열 발생가
능 위치에서 4가지의 핫스팟 응력 방향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Fig. 3 Hot spot points on lower stool

Fig. 4 Hot spot stress calculation of considered point
Insert plate는 충분한 피로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으로 해당위치에서의 응력을 낮추어 피로수명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insert plat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계산해보았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Insert plat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위치에서 그림 5
와 같이 insert plate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판 두께차이에 비례하
하여 높은 응력을 나타내었다. 

Fig. 5 Comparison of hot spot stress in accordance with 
insert plate at A1 

이에 따른 피로 수명 역시 insert plate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낮
게 나타났으나 그림 6과 같이 특정위치에서는 오히려 insert plate
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좋은 피로수명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6 Comparison of Fatigue life in accordance with 
insert plate at F1

이는 평균응력 수정계수와 판 두께 수정계수에 기인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다음절에 설명하였다.

4. 피로강도 평가 결과 비교
4.1 평균응력에 따른 피로수명의 영향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핫스팟 응력은 여러 가지 효과

에 의해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 중 하나인 등가 핫스팟 응
력범위 (Equivalent hot spot stress range)를 아래와 같이 구한
다. 평균응력계수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된 핫스팟 응력범
위로부터 아래에 나타낸 식에 따라 국부 평균 핫스팟 응력을 바
탕으로 계산되며 최하값은 0.4이다.

   ⋅

여기서   Correction factor for mean stress 
 ○ 해치 코너에 대하여   
 ○ 1차 지지부재 및 종통 보강재에 대하여, 상태 “j"에 대응

하는 로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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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1” 에서의 국부 평균 핫스팟 응력

  ○  ≥ 
       

   
○     

  -          
               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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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j" 에서의 국부 평균 핫스팟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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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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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  ≠      
                  

 ≤            인 경우

  : 상태 "j" 에 대응하는 구조적 평균 핫스팟 응력

 Fig. 7에는 F1 위치에 대하여 insert plate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을 나타내었다. Insert plate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된 핫스팟 응력 결과에 
따라 상태 ‘j'에서의  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insert plat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은 "Condition 1“인 heavy ballast condition을 
제외하고 전부 0.4의 최하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낮은 피
로 손상율을 나타내게 된다.

Fig. 7 Mean stress correction factor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 at F1



4.2 판 두께에 따른 피로수명의 영향
판의 두께와 피로강도와의 관계는 판의 두께가 두꺼워 질 수

록 높은 응력을 받는 영역이 얇은 판에 비해 넓어진다. 그러므로 
두 가지 두께의 판이 있을 때, 같은 크기의 초기 크랙이 생겼을 
때, 두꺼운 판의 crack tip은 얇은 판의 crack tip에 비해 더 높은 
응력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균열 진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이는 
곧 판이 두꺼워 질수록 피로 수명이 낮게 나타남을 말한다
(Gurney, 1979). 판의 두께효과에 따른 보정은 일반적으로 
thickness exponent를 이용하며 위에 나타낸 에서 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주로 22mm 혹은 25mm 이상의 판에 대해 적
용하며 CSR-Bulk carrier에서 적용하는 thickness exponent는 
0.25이다.

판 두께에 따른 의 값을 판 두께 15mm부터 40mm 까
지의 범위에서 그림 8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22mm 이하에서는 
판두께 수정계수가 1이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점점 커짐을 확
인 할 수있다.

Fig. 8 Relationship of plate thickness and correction factor for 
plate thickness

본 연구에 사용된 insert plate의 두께는 37.25mm 이며 이로 
인한 판 두께 수정계수는 약 1.14이다. 등가 노치응력을 구하는 
식으로부터 ,   는 항상 동일하며 가 100 
~ 400 MPa일 때의 등가 노치응력 범위 를 판두께 
18mm부터 400mm까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Fig. 9 Equivalent notch stress in accordance with plate 
thickness

그림 9에서 보듯이 응력이 높을수록, 판 두께가 커질수록 두
께효과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 수명이 낮
아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11에서는 판 두께에 따른 피
로 손상율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판 두께
에 따른 응력의 변화는 판 두께 40mm 까지 약 15%정도 커졌지
만 이로 인한 피로 손상율은 22mm이하에 비해 40mm에서 
200% 이상 커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Fatigue damage in accordance with plate thickness



Fig. 11 Fatigue damage in accordance with plate thicknes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SR-Bulk carrier에 따른 180K 산적화물선의 

lower stool과 inner bottom 연결부에서 요소크기에 따른 피로수
명 평가 및 두께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평균응력 수정계수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어진 응력을 바
탕으로 계산되나 응력값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 두께
효과에 의한 영향 역시 피로수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2mm 이상의 피로수명 평가 부재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주)성동조선해양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Det Norske Veritas, 2003, Fatigue assessment of ship 

structures, Classification Notes No.30.7.
Gurney, T. R., 1979, Fatigue of welded struc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IACS, 2010,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Steel Ships, Part 

11: Common Structural Rules for Bulk Carriers.
IACS, 2010, Full History of Corrigendum and Rule Changes. 
Lotsberg, I., 2006, Assessment of fatigue capacity in the 

new bulk carrier and tanker rules, Marine Structures, 44, 

pp.83-96.
Shim, D.S., Byun, S.H., Jung, W.K. and Kim, C.W., 2010, 

Comparison of CSR B/C Fatigue Strength evaluation 
method,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SNAK, 
Changwon, Republic of Kora, 21-22 October 2010.



빙충돌 시험법 개발 및 선체-빙 충돌하중 추정식 개발

최혜연(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성진(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슬기(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제명(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The impact test of ice -structure based on laboratory test was carried out. We have performed ice impact tes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with ice and ship-structure of Arctic voyage vessels. The test machine was fabricated as like 

the shape of ship bow, the purpose of ice - structure impact test is to observe the phenomenon of ice failure and to 

estimate ice loads according to buttock angles. The equation of ice load is suggested based on data of the ice - 

structure impact test. The bulb shape, buttock angle, waterline angle, velocity are effective factor on ice load when 

ice breaker crushes ice floe. We have developed a equation of design ice loads rely on various buttock angles and 

velocities. The ice class rules of classification society and IACS rule was analyzed to develop the equation of design 

ice loads. It would be expected the developed equation and data base of ice - structure impact test is useful to 

design arctic voyage vessels even though fresh water ice was used as ice specimen for impact test.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중동의 정치적 불안전성과 수요의 증가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

럽과 일본, 캐나다 등 선진 국가에서 북극해 항로의 개발과 활용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북극해의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량 또한 

상당하여 거친 개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원 매장량의 한계로 인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극해의 인접국

가인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등의 국가는 상당한 수준의 빙에 

대한 연구와 선체와 부빙의 충격에 의한 응답 및 계절에 따른 빙

하중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쇄빙선 설계 및 북극항로 운항 상

선의 설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빙

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쇄빙선의 발주 및 북극

해 운항이 가능한 상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한 

선박의 설계를 위해 먼저 기초적인 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빙과 구조물의 충돌 실험에 의

한 빙 특성 및 빙하중을 측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빙하중 추정식

을 제안한다. 쇄빙선박의 경우 설계에 있어서 빙하중 추정이 중

요한 문제인데 이는 일반 상선보다 추진기관의 출력이 크며 빙해

역 운항시 유빙에 부딪히거나 빙을 부수며 전진해야 하는 등의 

선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Kyung-Sik Choi et 

al., 2005) 따라서 실험적으로 빙하중 측정을 시도하며 측정한 

빙하중의 경향성 파악 및 분석한다. 현재까지 빙하중 추정을 위

해 경험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실선으로 계측한 실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빙하중 추정식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다.(D Blanchet et 

al., 1998, D.S Sodhi,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쇄빙선이 빙을 부수기 위해 선수부가 충돌 할 때 영향을 

주는 선박의 선수각(buttock angle)을 고려하여 다양한 각도 및 

속도에서 빙 충격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급의 ICE class 

rule과 IACS polar class rule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빙하중 추

정식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실험적 자료를 근거로 검증하였고 중

간 크기의 담수빙 충격 실험을 통해 충격 시험법 및 빙하중 추정

법을 제안한다.

2. 빙 - 구조 충돌 시험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빙-구조 충격 실험에 의한 빙

하중의 경우 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S. Sodhi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실험을 위해 제작한 얼음 

시험편은 실제 해빙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면 더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해빙에 포함되는 다양한 물질과 강도를 

정확하게 제작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담수

빙을 사용하였다. 빙충격 실험은 빙의 다양한 특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빙은 파괴모드, 온도, 염도, 

충돌 속도, 접촉 면적, 빙의 크기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얼음

의 강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T.J.O Sanderson, 

1988).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 중 온도와 염도, 빙의 크기를 고정

하고 속도와 각도, 접촉 면적에 따른 빙하중과 빙시편의 파괴 형

상을 계측한다. 빙의 두께와 폭 방향의 D/T = 2로 두고 담수빙은 

두께(T), 폭(D), 높이(H)가 각각 260mm, 600mm, 550mm으로 

제작하였다. 빙시편을 보관할 때 결정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결정학적인 변화가 최소화 되는 온도 -15℃에

서 냉동 보관하였다(Schwarz.1981). 빙-구조 충격을 위한 Large 

scale drydrop test machine은 아래 Fig. 1과 같다. 또한 c-axis

가 한 방향으로 배열되게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다결정 빙

(randomly oriented polycrystalline ice)이라 가정한다. 

먼저 담수빙의 충격에 의한 빙하중을 알아보기 위해 평평한 

plate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은 충격 시험의 

set-up 장면이며 빙-구조 충돌 시험 속도는 1.5m/s~5m/s로 

속도 별로 측정된 빙하중의 크기는 아래 Fig. 4와 같다.  질량 

260~300kg의 구조물의 자유낙하를 이용하여 빙시편 아래의 

load cell을 이용하여 충격에 의한 반력을 측정하므로 담수빙의 

빙하중을 측정하였다. 

Fig. 1 A photography of DDT(Dry Drop Test 

machine) 

Fig. 2 The photograph of impact test of ice - 

structure 



Fig. 3 Ice fracture phenomenon with plate impact

Fig. 4 The time history of various velocities at anlge 90°

Fig. 4를 보면 속도가 증가 할수록 빙하중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속도 3m/s에서의 최대 빙하중의 크기가 

187kN으로 5m/s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m/s이상의 

속도에서는 Fig. 3과 같이 빙시편 전체에 손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이상 충격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이므로 빙하중이 

증가하지 않았다.

쇄빙선의 경우 빙판을 깨뜨리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쇄빙능력을 좌우하는 여러 설계인자 중 선수부의 형상은 특히 

중요한 인자이다. 선수부의 형상에도 waterline angle, buttock 

angle, frame angle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수부와 빙판이 이루는 각도인 선수각(buttock anlge)을 고려한 

빙-구조 충돌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수부와 빙의 충돌을 모사한 

모식도는 Fig. 5와 같다(R.Lubbad,2011). 모식도와 같이 충격 

실험은 buttock angle 20°, 25°, 30°, 40°의 4가지 각도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속도는 1.5m/s에서 4m/s까지의 범위로 빙하중을 

측정하였다. 아래 Fig. 6은 buttock angle 40°에서의 실험 장비 

set up 장면과 빙시편 사진이다.

Fig. 5 The contact force between a ship and a breakable

ice floe(cross-section view).(R.Lubbad,2011)

    

Fig. 6 Experimental setup of ice-structure impact 

test with angle plate(40°) 

Fig. 7 The time history of various velocities at angle 40°

Fig. 7의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증가하면서 빙하중도 증가하



    20° 25° 30° 40°

Contact 

Area
1.83 5.49 4.58 2.12

는 경향을 보이는데 0.02초 이후로 빙하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충

격 후 반력에 의해 선수부 구조물이 시편에 두 번째 충격이 가해

졌기 때문이다. 선수각(buttock angle)에 따른 충격실험은 Fig. 8

과 Fig. 9와 같은  두 가지의 양상의 빙거동 특성을 가지는데 해

빙에 다양한 속도로 충격 실험을 수행한 경우(D.S sodhi et al, 

1998)나 관입실험에 의한 결과(refer)로 다음과 같은 빙거동 특성

을 관찰할 수 있다. C. Daley et al.(1998)에 의하면 이는 빙의 

flaking 현상으로 크랙의 생성이 생성되고 진전되면서 파편이 층

을 이루며 깨어져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는 flaking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이다. flaking이 일어나면 빙의 반력이 떨어졌다 충격을 주

는 구조물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다시 빙하중이 증가하게 된다. 

Fig. 10은 전체 속도에 따른 각도별 빙하중 측정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선수각(buttock angle)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빙하중

(total force)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속도의 증가에 따라 빙

하중(total force)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수각에 따른 

접촉 면적을 아래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선수각 25°에서 40°까

지는 각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접촉 면적은 감소하며 빙하중은 증

가하는 면적과 빙하중의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었으나 20°에서

는 접촉 면적이 가장 크나 빙의 충격에 의한 반력값은 작았다.(R. 

Frederking, 1999) 

Table 1 Contact area according to buttock angle  

(unit: )

Fig. 8 The time history of velocity 5m/s at 40° 

Fig. 9 The time history of velocity 2.5m/s at 40°

Fig. 10 Angle - total force curve

3. 빙하중 산정식 개발

빙하중 추정은 쇄빙선박이 부빙이나 빙판을 부수며 전진하기 

위한 추진기관 선정 및 선체의 부재 치수와 안전성 평가에 중요

한 요인이다. 빙하중 추정을 위해 Ice class에 대한 선급의 룰 개

선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IACS에서 Polar class rule

을 기준으로 채택하는 등 다양한 Ice rule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빙-구조 충격 실험에 의한 빙하중 추정식을 제안하

기 위하여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RS(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DNV(Det Norske Veritas), 

Finnish - Swedish의 ice class rule 분석을 시도하였다. 

ABS의 ice class rule(ABS, 2005)은 FEA 해석을 이용한 빙하

중 추정식으로 선박의 ice belt hull 부분의 load height에 따른 

빙하중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RS의 설계 빙하중 

산정식은 계절에 따른 wave factor를 도입하여 환경 조건 및 얼

음의 두께, 선종별로 빙 설계 하중을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RS, 



    20° 25° 30° 40°

F 6.927 7.5 7.197 8.026

a 0.324 0.515 0.097 0.035

n 8.522 7.5 8.506 7.852

2003) Finnish-Swedish ice class rule의 경우 bow와 bulb 형상

을 고려한 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선박의 추진기관 엔진 출력이 

식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 DNV에서 제안하고 있는 

설계 빙하중 산정식은 선수각에 의한 빙하중 추정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DNV, 2009)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빙-구조 충돌 

시험은 선수각와 속도의 변화에 따른 빙하중을 측정하였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빙하중 추정식을 제안하므로 DNV ice class 

rule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담수빙의 충격 실험

을 토대로 한 빙하중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선수각(buttock angle)을 의미하며  는 충

격 에너지 즉 



을 의미한다. 는 공칭응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충격 에너지항의 무게 은 을 단위로 하며 

속도 은 이다. 위의 식에서 , , 는 계수이다. 빙하중

은 충격 에너지의 양과 비례하고 빙의 공칭 응력에  의 관

계를 가진다.(IACS, 2011) 빙-구조 충격 실험에서 선수각에 따

른 자유낙하 구조물의 무게는 ±이며 는 공칭응

력으로 빙시편의 평균적인 빙두께 260mm와 폭 610mm으로 충

격 면적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충격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였다.

 
×

   
               (2)

따라서 위에 식에 의하면 빙의 충격에 의한 공칭응력은 

이다. 충격 실험 데이터를 위의 식 (1)을 적용하여 

curve fitting을 하여 선수각별로 빙하중 추정식과 관련된 상수를 

도출하였다. 아래의 Fig. 11과 Fig. 14는 대표적인 Curve fitting 

그래프를 보여준다. 

Fig. 11 Curve fitting dependent on velocity at angle 25°

 

Fig. 12 Curve fitting dependent on velocity at anlge 40°

 

위의 식에서 도출한 상수는 아래 표 3-1에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Table 2 The constants F,a,n of developed ice loads 

equation dependent on buttock angl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빙-구조 충격 시험 기법의 개발을 통해 담수빙

의 빙하중을 측정하고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빙하중 추정식을 제

안하였다. 현재까지 국외에서 실선 빙하중 측정 및 다양한 Lab 

test를 수행한 연구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빙하중 측정 및 역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연구의 희소성과 실험

적 기법 개발 및 담수빙의 빙하중 측정 자료 등은 빙하중 추정에 

기초적인 데이터로 유용할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수

각을 고려한 빙하중 측정은 국내외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새로운 시험법을 제시하였다.

빙-구조 충격 시험에 의한 결과는 정리하면 구조의 충격 속도

가 증가할수록 측정되는 빙의 반력 크기, 즉 빙하중도 증가하였

으며 선수각의 경우 25°에서 40°까지 각도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빙하중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적 결과를 분석하면 충격 

속도와 관계있는 충격 에너지에 빙하중이 의존적임을 알 수 있으

며 선수각의 크기와 관련하여  항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담수빙의 빙하중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담수빙과 해빙에는 강도와 밀도 등의 차이가 있으나 충격에 



의한 빙하중 그래프는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다.(D.S Sodhi et al,1998) 빙해역에서 볼 수 있는 multi-year 

ice는 시간이 지나면서 적층설에 의해 빙 내부에 갖혀 있던 염분

이 바닷물로 빠져나가고 담수빙과 비슷한 역학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T.J.O Sanderson, 1988). 따라서 담수빙의 빙하중 추정식

을 제안하므로써 선수각에 따른 쇄빙선의 해빙과의 충돌에 의한 

실선 빙하중 추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관계식을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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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해선박 강재의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1 민덕기(현대미포조선), 2 허영미(울산대학교), 3 조상래(울산대학교) 

 

요 약 

 

일반적으로 강재는 생산자 및 생산일자에 따라 재료의 물성치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조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 모델의 모재로부터 인장시편을 취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여 

재료의 물성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저온 인장실험은 저온 챔버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시편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맞추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소개하고 각각의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비교한다. 또한 온도를 

고려하여 저온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구하기 위한 저온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정식은 빙해 선박용 강재로 쓰이는 DH-32, DH-36 및 EH-36 의 고장력강을 기준으로  -30°C ~ -

50°C 구간으로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Min et al. (2011)의 논문을 이용,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저온실험 수치해석에 적용되는 응력-변형률 곡선은 Min et al.(2011)에서 

인장시편의 상온 인장실험 결과로부터 식(7)에서 제안된 저온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저온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실험값과 해석 결과값이 상당히 일치한다 것으로 

저온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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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일반적으로 강재는 생산자 및 생산일자에 따라 재료의 물성치

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조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 모델의 모재로부터 인장시편을 취하여 인장실험을 수

행하여 재료의 물성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상온에서의 인

장실험은 인장실험기의 보급률이 높고 실험의 절차가 간편하고 

간단하므로 별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저온 인장실

험은 저온 챔버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시편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맞추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온실험 결과로부터 저온(-30°C ~ -50°C)에서

의 재료의 물성치를 예측할 수 있는 저온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을 개발하였으며, Min et al.( 2011)의 논문의 실험 결과를 인용하여 

식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명할 것이다. 

 

2.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Min et al. (2011)에 의해 연구되어진 빙해선박용 강재의 저온특

성에 관하여 간략히 요약하자면, 만능 인장 실험기를 이용하여 

1.0mm/s의 속도로 변위를 제어한 저온 인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온도는 상온, -30°C 및 -50°C에서 실시되었으며, 실험의 결과

로 선박의 실제 운항 조건인 -30°C 및 -50°C에서 강재의 항복강

도와 인장강도 모두 상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t Various Temperature 

강재의 

종류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n 
K 

[MPa] 

Temperat

ure 

[°C] 

GL-DH32 375.65 524.11 0.21 891.54 RT

GL-DH32 451.81 625.16 0.213 1084.41 -30

GL-DH32 425.79 571.87 0.22 988.65 -50

GL-DH36 385.05 552.06 0.20 929.54 RT

GL-DH36 427.27 599.13 0.21 1021.28 -30

GL-DH36 448.01 596.26 0.23 1048.78 -50

GL-EH36 395.24 516.90 0.16 830.11 RT

GL-EH36 442.57 563.87 0.16 884.50 -30

GL-EH36 442.49 572.58 0.18 929.98 -50

 

Table 1로 확인할 수 있듯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각 강재

의 Yield stress 및 Tensile stress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Von Mises 등가응력을 이용하여 식(1)과 같이 평균 진응력

으로부터 등가 진응력을 계산하는 이론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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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llomon은 소성구간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변형률 경화

지수(n)와 강도계수(K)를 이용하여 식(2)과 같이 나타내었다. 변

형률 경화지수는 로그좌표상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기울기를 의

미하며 식(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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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mon의 구성방정식은 항복응력 근처에서의 응력과 변형률

을 부드럽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Ludwik은 항복응력 항이 

표함된 구성방정식을 제안하였다. 

np

0 )(K ε+σ=σ                                           (4) 

Swift의 구성방정식은 강도계수 대신에 항복응력과 항복 변형률

로 표현된다. 

n

0

p

0 )1(
ε

ε

+σ=σ

                                          

(5) 

식 (6)와 같이 종속변수가 소성변형률로 나타내어지는 Ramberg-

Osgood 구성방정식도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소성경화 구성방정

식이다. 

n

p

KE

/1

⎟
⎠

⎞
⎜
⎝

⎛
+=

σσ

ε

                                      

(6) 

 

3. 저온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의 개발 

본 논문에서 소개된 구성 방정식은 단조 하중 (monotonic 

load)가 작용할 때 재료는 등방성 경화(isotropic hardening)한 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로와 같이 반복 하중이 작용할 경우 



 

 

등방성 경화와 이동성 경화(kinemctic hardening)를 동시에 고려한 

구성 방정식을 적용해야 한다.  Ludwik 구성 방정식은 초기 항복 

강도 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공식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실험 데이터를 곡선 접합 후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항복 강도를 

상수로 고정하여 곡선 적합을 실시하기 때문에 고변형률 

구간에서 상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ASTM (2000)에서는 

Hollomon 공식을 이용하여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와 강도 

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균일 진응력 곡선에서 

평탄부의 종료 시점부터 최대 균일 진응력 (진인장 강도, uts
σ ) 

사이의 데이터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하여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 및 강도 계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와 강도 계수는 Hollomon 상수를 

의미한다.  Hollomon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유동 응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초기 항복 강도 부근에서는 작은 증분의 소성 

변형률을 적용 하여야 부드러운 유동 응력 곡선을 얻을 수 있다. 

Swift 구성 방정식은 항복 변형률 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형 

가공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항복 변형률을 잔류 

변형률로 치환하여 사용한다. Ramberg-Osgood 구성 방정식은 

Hollomon 구성 방정식에 탄성 변형률을 포함하여 전체 변형률로 

나타낸 구성 방정식이다.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에서 재료의 

정적 경화를 정의할 때 소성변형률에 상응하는 유동 응력을 

정의하기 때문에 Ramberg-Osgood 구성 방정식은 사용하기에 

오히려 불편한 단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GL-DH32의 경우 시편 S04, GL-DH36는 S17 및 

GL-EH36는 시편 S29의 상온실험에서 얻은 평균 진응력-

진변형률 결과로부터 Hollomon, Ludwik 그리고 Swift 소성경화 

구성방적식의 계수를 구하여 Table 1 ~ Table 3에 나타내었다.  

Hollomon과 Swift의 경우 거의 유사한 강도계수와 변형률 경화 

지수를 보여 주지만, Ludwik의 경우 완전히 다른 값을 보여준다. 

 

Table 1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for GL-DH32  

(unit : MPa) 

Constitutive model n K R
2

Hollomon 0.22 896.21 -

Ludwik 0.39 527.75 0.997

Swift 0.196 898.7 0.979

 

Table 2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for GL-DH36  

(unit : MPa) 

Constitutive model n K R
2

Hollomon 0.2 931.78 -

Ludwik 0.36 542.73 0.997

Swift 0.18 933.39 0.986

 

Table 3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for GL-EH36 

 (unit : MPa) 

Constitutive model n K R
2

Hollomon 0.16 801.74 -

Ludwik 0.328 414.35 0.997

Swift 0.14 802.63 0.983

 

Fig 1 ~ Fig 6은 Table 1~ Table 3의 상수를 이용하여 나타낸 

유동응력을 나타낸다. 

 

 

Fig. 1 Comparis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DH32 

 

Fig. 2 Magnificati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DH32 between 0 

and 0.5 strain 



 

 

 

Fig. 3 Comparis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DH36 

 

Fig. 4 Magnificati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DH36 between 0 

and 0.5 strain 

 

Fig. 5 Comparis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EH36 

 

Fig. 6 Magnificati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GL-EH36 between 0 and 

0.5 strain 

 

Swift 와 Ludwik 모두 저변형률 구간에서 많은 오차를 갖고 

있으며 고변형률 구간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 (7)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는 저온 인장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상온 인장실험 결과로부터 손쉽게 -30°C ~ -50°C 

구간에서의 재료의 물성치를 구할 수 있다. 이때 계산되는 재료 

물성치는 평균 진응력-진변형률이다. 등가 진응력-진변형률이 

요구될 시에는 식 (7)으로 계산된 평균 진응력-진변형률을 식 

(1)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m

Rnp

lt(avp) 1
T

T
)K(ε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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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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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0(avp)lt σ1.1σ ×≤ ,

 0(avp)lt σ1.1σ ×=  
when

 
0ε

p
=  

여기서  

0
σ

= Initial Yield Stress 

p
ε = plastic strain 

n  = plastic strain hardening exponent 

R
T

= room temperature 

T  = given low temperature 

m  = temperature coefficient 

*

m = material coefficient     7.7   when DH32 



 

 

9.9   when DH36 

          13.5  when EH36 

 

식 (7)은 Hollomon의 구성방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0°C ~ -50°C 구간으로 사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4. 저온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의 유효성 

판단 

 

식 (7)을 이용하여 구한 DH32, DH36 및 EH36 강재의 -30°C 와 

-50°C에서의 평균 진응력-진변형률을 구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7 ~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7 ~ Fig 12에서 볼 수 있듯이 식 (7)를 이용해 구한 -30°C 및 

-50°C 에서의 평균 진응력-진변형률은 Min et al. (2011)의 실험값과 

거의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DH36 강재를 사용한 구조 

실험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요구되는 저온 물성치는 재료의 상온 

인장실험만을 수행하고 식 (7)을 이용하여 구한 값을 사용 할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Fig 7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DH32 under -30°C 

 

Fig 8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DH32 under -50°C 

 

Fig 9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DH36 under -30°C 

 

Fig 10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DH36 under -50°C 

 

 

Fig 11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EH36 under -30°C 

 

Fig 12 Comparison of Average true stress-true strain by experiment and 



 

 

proposed one for EH36 under -50°C 

 

상온 인장실험 결과로부터 개발된 식(7)을 이용하여 -30°C 및 -

50°C에서의 항복응력 곡선을 구하여 Fig13에 상온에서의 

항복응력 곡선과 함께 나타내었고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Fig 13 True Stress-true Strain data applied to FE model at Low 

Temperature (-30°C and -50°C) and room temperature 

 

상온에서의 값은 Min et al.(2010)의 논문에서의 값을 

인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변형률 속도를 고려 하였을 때의 

최대 변형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Maximum displacement when strain rate is applied.  (unit: mm) 

Model Lee Lim Neglect Paik Temp Experiment

RT-1 44.26 46.55 46.73 45.77 RT 46.1 

RT-3 49.66 51.57 51.74 50.82 RT 52.1 

LT-1 41.59 43.96 43.72 42.33 -30°C 43.5 

LT-2 40.75 43.28 43.50 42.08 -50°C 39.0 

LT-3 45.66 47.16 47.29 46.73 -50°C 47.0 

 

저온실험 수치해석에 적용되는 응력-변형률 곡선은 Min et al.

(2011)에서 인장시편의 상온 인장실험 결과로부터 식(7)에서 제안

된 저온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저온 응력-변형률 곡

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train rate를 다루지 않

았으므로 Neglect의 결과 값과 실험값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한편, LT-2 모델에 있어서 실험 시 낙하 충돌체의 편심

으로 인해 실험값이 다른 모델에 비해 현저히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므로 LT-2 모델의 결과는 무시 할 수 있다. 그 경우 외의 해

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로서 식(7)의 유효성이 검증 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Hollomond은 소성구간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경화지수(n)

와 강도계수(K)를 이용하여 식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항복응력 

근처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을 부르럽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Ludwik은 항복응력 항이 포함된 구성방정식을 제시한

다. 반면 Swift는 항복 변형률 항이 포함된 구성방정식을 제시하

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상온실험에서 얻은 평균 

진응력-진변형률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의 소성경화 구성방정식

의 계수를 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Swift와 Ludwik 

모두 저변형률 구간에서 많은 오차를 갖고 있으며 고변형률 구

간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온 인장실험은 저온 챔버의 구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상온에서의 인장실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하는 온도로 낮추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

따른다. 그러므로 구조실험 시행 후 매번 저온 인장실험을 한다

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hollmon의 구성방정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온 

소성경화 구성방정식을 개발하였다. DH32, DH36 및 EH36강재의 

상온실험 결과로부터 저온(-30°C~-50°C)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예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저온 소성 구성방정식을 이용

하여 수치해석을 해본 결과, Min et al.(2011)의 실험값과 거의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식의 유효성을 검증 할 수 있

었다. 본 식을 이용함으로 앞으로 저온 인장실험을 하지 않고 상

온 인장실험 값으로도 -30°C~-50°C 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알 수 

있게 됨을 기대한다. 하지만 상온 인장실험의 값을 사용하기 때

문에 변형률 속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온도와 변형률 

속도 간의 연성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동적 인

장 실험을 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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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빙선박 선측 구조물의 손상사례 고찰 

 

민덕기(현대미포조선), 조상래(울산대학교) 

 

요 약 

 

문헌조사를 통해 빙해역 운항 선박들의 손상사례를 수집하고 비선형 수치해석으로 

실선에서의 손상을 구현해 봄으로서 그러한 손상을 유발한 하중을 예측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내빙선박의 외판에 A 등급 연강 대신에 D 등급의 

고장력강을 사용할 경우 손상 정도의 차이를 저온 및 상온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적용하여 

구조강도적인 관점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 하였다. 횡식(transverse framing system) 

보강구조의 경우 Ranki 의 식이, 종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 보강구조의 경우 

Hayward 의 식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와 근사하게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 Belt Zone 에만 국한적으로 DH 강을 적용할 경우 외판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예상대로 종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 보강구조 보다는 횡식(transverse 

framing system) 보강구조 일때 개선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선박의 외판에 작용하는 빙 하중은 정량적으로 

명확히 정의 하기는 매우 어렵다. 선박의운항조건

과 얼음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인 특성을 보

인다. 따라서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외판에 스

트레인 게이지 혹은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선체 구

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일정기간 동안 계측하여 

통계처리를 통해 빙 하중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제시 되었다. Kujala et al.(1994)은 MS Kemira

의 운항기간 동안(1985 ~ 1988) 빙 하중을 계측하

여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빙 하중 산정기준을 제

시한 바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빙해역 운항 선

박들의 손상사례를 수집하고 비선형 수치해석으로 

실선에서의 손상을 구현해 봄으로서 그러한 손상을 

유발한 하중을 예측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또한 내빙선박의 외판에 A등급 연

강 대신에 D등급의 고장력강을 사용할 경우 손상 

정도의 차이를 저온 및 상온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바탕으로 파악 하여 구조강도적인 관점 및 경제적

인 관점에서 평가 하고자 한다.  

 

2. 빙 해역 운항선박 손상사례 

 

P. Kujala(1991)은 1984년 ~ 1987년 겨울 동안

 발틱해역을 운행했던 선박 61척에 대한 조사를 통

해 손상의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여 발표 하였다. 

또한 Samuli Hanninen(2003)은 2002 ~ 2003년 

겨울에 발틱해역을 운항한 적이 있는 총 111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하

였다. 111척 선박중 27척의 선박에서 손상이 발견 

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P. Kujala(1991)의 

조사와는 다르게 손상선박의 주요 구조배치 및 치

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손상부위의 손

상정도(영구변형) 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 Kujala(1991)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선박

들 중에서 손상을 입은 28척의 제원을 Table 1에 

나타 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손상을 입

은 선박은 대부분 내빙 등급이 높은 1A 혹은 1A S

uper 이었다. 또한 보강재 보강 형태가 횡식(transv

erse framing system)인 선박에서 주로 손상이 발

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 Kujala 와 Samuli Han

ninen 이 조사한 172척의 선박중에서 총 55척의 

선박이 크고 작은 손상을 받았고 손상 부위별로 분

류하여 Fig 1 과 Fig 2에 나타 내었다. 이로부터 

선박의 중앙부 및 판에 손상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Fig 3 에서 외

판 손상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중앙부 손상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잡았다. P. Kujala(1991)이 수행한 조사결

과 손상을 받은 28척의 선박 중에서 선각부재 배치

 및 치수를 비교적 정확히 기술한 선박중에서 6척

을 선정하여 Abaqus/Standard를 이용하여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조사된 손상을 구현하고 작용

하중을 산정 하였다. 

 

조사대상 선박들이 드라이 도크에 입거했을 때 

손상정도를 조사 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는 육안으

로 수행되었고, 손상 정도가 큰 경우에는 입체 사

진촬영(stereo photograpy)기법을 사용 하였다. 손

상은 손상 부위(선수, 중앙부 혹은 선미) 와 손상의 

대상(판, 프레임 혹은 웨브 프레임)으로 분류하여 

정리 되었다. 선박의 주요 부재치수, 즉 판 두께 와 

보강재 및 웨브 치수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 하였고 

손상부위에서 촬영된 일부의 사진도 함께 실려져 

있다. 

 

 

Fig. 1 Location of damage 



 

 

 

Fig.2 Structural elements damaged 

 

 

Fig.3 Typical  ice induced damage on the side shell plate 

 

보고된 선박의 손상사례를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Ranki(1986)는 외판에 발생된 

손상을 유발한 빙 하중을 비선형 수치해석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제

안 하였다. 종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 혹은 

횡식(transverse framing system) 보강판을 구분 하

지 않았다.  

 

반면에 Hayward(2001)는 종식 보강판 및 횡식 

보강판을 구분하여 손상선박의 외판에 발생한 손상

을 일으키는 하중을 산정하는 식을 만들어 발표 하

였다.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Ranki와 

Hayward의 식은 생략하고 참고문헌으로 언급만 하

도자 한다. Zhibin Jia et al.(2009)는 평탄빙(level 

ice)를 요한요소로 모델링 하고 얼음의 물성치를 주

고 선박의 외판 선측 구조물이 얼음을 향해 움직이

는 충돌 시나리오에 따라 Abaqus/Explicit을 이용하

여 동적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때 적용된 얼음

의 물성치는 항복강도가 35MPa 이고 0.5% 변형률

에서 40MPa 이었고 구조물의 충돌 속도는 2.0 

knots 와 6.7 knots 이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the ships included in the study 

Ship 
no.

Type 
Ice 

Clacc 
DWT 
(Ton) 

Framing 

4 Dry cargo 1AS 14931 Trans 

7 Dry cargo 1AS 7214 Trans/longi

13 Tanker 1AS 8145 Trans 

14 B/C 1A 10935 Trans 

16 Dry cargo 1A 5919 Trans 

18 Dry cargo 1AS 7214 Trans/longi

20 Dry cargo 1AS 17160 Trans 

21 Cargo ferry 1AS 13090 Trans 

22 B/C 1A 16560 Longi 

23 B/C 1A 16560 Longi 

24 B/C 1A 16560 Longi 

25 B/C 1A 16560 Longi 

27 Passenger 1A 1800 Trans 

34 Cargo ferry 1A 7600 Trans 

35 B/C 1A 4693 Trans 

36 Tanker 1A 3512 Trans 

37 B/C 1A 31850 Trans 

39 B/C 1A 7885 Trans/longi

41 Passenger 1A 2874 Trans 

42 Passenger 1A 3345 Trans 

43 Passenger 1A 2300 Trans 

44 Passenger 1A 2300 Trans 

45 Cargo ferry 1AS 7000 Longi 

46 Cargo ferry 1A 4100 Trans 

48 Tanker 1AS 15954 Longi 

49 Tanker 1AS 15954 Longi 

51 Tanker 1AS 6863 Trans 

60 Tanker 1A 6954 Trans 

 

Table 2 Selected analysis model and damage loads 

Ship
no. 

P.def. 
(mm) 

Damage loads (KN/m) 

Num. 
analysis 

Ranki Hayward

7 10.0 1363.0 1333.7 305.9 

13 20.0 511.0 135.0 390.0 

14 15.0 1566.9 1134.8 324.5 

21 10.0 2285.6 1644.4 538.6 

43 25.0 2700.0 2493.2 1387.5 

45 55.0 1689.9 577.9 2078.0 

 



 

 

 

Fig.4 The lineload intensity as a function of the  

load length for midship area based on the ansly

sis and formula proposed by Ranki and Hayward

on plating 

 

Kujala(1991)는 Ranki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손

상을 유발하는 하중은 하중길이의 함수로 지수적으

로 감소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Fig 6.3.1에서

볼수 있듯이 하중길이(load length)가 2.5이상(즉, 

종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 보강구조)일 경

우 Kujala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Valkonen(2006)의 연구에서도 밝혀 졌다. Val

konen은 Table 6.3.1에 Ship no. 45의 손상정도를

구현하기위해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고 손상

을 유발한 하중은 본 논문에서의 해석 결과와 비슷

한 1,701KN/m 이고 하중길이는 2358mm 임을  밝

혔다.  

 

결론적으로, Table 2 와 Fig 4에서 알수 있듯이 

판의 손상(영구변형) 추정식은 외판의 보강재가 횡

식(Transverse framing system)구조인 경우는 Rank

i의 식이 해석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종

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구조는Hayward식이 

해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빙해선

박 중앙부의 판에 손상을 추정할 경우 횡식 구조는 

Ranki식을, 종식구조는 Hayward식을 사용하는 것

을 추천한다. 

 

3. 내빙선박 선측 외판 재료 DH

강 적용 시 경제성 평가 

 

빙해선박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분류 된다. 내빙선

박은 빙 해역을 운항할 때 쇄빙선이 전방에서 얼음

을 쇄빙하고 이로인해 열린 바다길을 따라 운항하

는 선박을 가르키고, 쇄빙선박은 스스로 빙해역의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선박을 통칭 한다. 내빙선박 

중에서도 Ice Class 등급이 높은(1A 혹은 1A Supe

r) 선박은 어느정도의 쇄빙능력을 갖는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내빙선박은 주로 FMA(Finnish Maritime A

dministration)에 의해 규정된 Rule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며, 쇄빙 선박은 IACS Polar Class Rule을 

따라 건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Rule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외판 구조물

에 사용되는 강재에 대한 요구조건을 살펴보면, FM

A는 별도의 요구조건이 없으며 IACS Polar Class 

Rule은 외판의 Ice Belt Zone내에는 주로 DH 나 E

H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빙선박의 경우에도 DH 및 EH강을 사용

하도록 규정하는 Class Notation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는 선주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선주가 

선택하는 온도와 사용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강의 

등급이 결정 되어 진다. DAT Notation의 적용범위

는 외기에 노출되는 판 및 보강재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DAT Notation을 적용할 경우 Ice Belt Zon

e 뿐만 아니라 흘수선 상부 외판 및 상갑판 모두에

서 요구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DAT Notation 적

용 및 DAT Notation은 적용하지 않고 Ice Belt Zon

e내 에만 DH/EH강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DH/E

H강의 물량을 5만 6천톤 선박을 기준기준 할 때 

약 900톤 정도 이다.  

내빙선박의 외판에 연강(mild steel) 대신 DH36

강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2장에서 수행 하였던 

수치해석을 재수행 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정

리 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된 하중은 2장에서 수

치해석을 통해 구현한 조사된 손상을 유발한 하중

과 동일한 값을 사용 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Ice Belt Zone내에 연강

(mild steel) 대신 DH36강을 적용할 경우 횡식(tran

sverse framing system) 보강구조의 외판 손상정도

가 상온에서 70 ~ 90%정도 저온 에서는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적인 사실은 종식(l

ongitudinal framing system) 구조의 경우 횡식(tran

sverse framing system)구조에 비해 영구변형 감소

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횡식 구조의 경

우 손상선박에서 Ice belt zone에 외판의 재료로 D

H/EH강을 사용 했다면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DH/EH강 사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강재 등

급별 가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강재 가격은 2

010년 4분기 P사에서 제조된 두께 12.5mm 이상의 

후판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다.  선급의 강재인증 

비용은 각 선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Table 4에서는 

DNV 인증비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4 Cost of mild steel , A-grade hightensile 

steel and D/E-grade hightensile steel  

Grade Cost(Won/ton) Remark 

A 982,500  
 

 
Including Class 

Fee 
(based on DNV) 

AH32 1,004,000 
(54,000↑) 

AH36 1,034,000 
(84,000↑) 

DH32 1,078,500 
(96,000↑) 

DH36 1,096,500 
(114,000↑) 

EH32 1,108,500 
(126,000↑) 

EH36 1,120,500 
(138,000↑) 

 

Table 5 Permanent deformation when using DH36 

Ship 

No 

Permanent deformation 

(mm) 

Decrement of 

permanent 

deformation 

A 

(RT) 

DH36  

(RT) 

DH36  

(-30°) 

DH(RT)

/A 

DH(LT)

/A 

7 10.0 0.93 0.5 0.093 0.05 

13 20.0 12.23 10.28 0.612 0.514 

14 15.0 2.99 1.73 0.199 0.115 

21 10.0 1.28 0.54 0.128 0.054 

43 25.0 8.41 4.95 0.336 0.198 

45 55.0 31.81 27.65 0.578 0.503 

4. 결 론 

 

빙해역 운항선박의 손상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선박의 중앙부에 위치한 외판의 손상발생 빈

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상사례에 개한

기존의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선하중(line lo

ad)의 형태로 빙하중을 고려하였다. 선하중 적용의

배경이 되는 연구들을 기술 하였다. 얼음이 구조물

과 접촉일 일어날 때 국부적으로 큰 압력이 작용하

는 임계영역(Critical zone)이 형성되고 이들 임계영

역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선(line) 형태로 분포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 되었다. Ranki

와 Hayward 등은 손상구현을 위해 수치해석을 수 

행하여 손상을 유발하는 하중을 계산 하는 식을 개

발하여 발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식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선형 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Ranki 와 Hayward의 식에의해 산정된 결과와 

비교 하였다. 횡식(transverse framing system) 보

강구조의 경우 Ranki의 식이, 종식(longitudinal fra

ming system) 보강구조의 경우 Hayward의 식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와 근사하게 일치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내빙선박 외판의 재료로 연강 대신에 DH36강을 사

용하는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경제성을 검토 하

였다. 검토 결과 외판의 재료로 DH강을 사용할 경

우 발생된 외판 손상의 대부분을 예방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강재 물량 및 추가비용을 조사 하

였다. Ice Belt Zone에만 국한적으로 DH강을 적용

할 경우 5만6천톤 선박을 기준으로 할 때 강재물량

은 900톤 이고 추가비용은 대략 1억원 정도 소요되

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외판 손상발생 수리시 막

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억원 정

도의 초기비용은 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예상대로 종식(longitudinal framing system) 보강구

조 보다는 횡식(transverse framing system) 보강구

조일때 개선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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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의 재료특성이 빙-선체 충돌 거동에 미치는 영향

이재만(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노인식(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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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빙해지역을 운행하는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빙하중은 빙판 또는 빙괴와 구조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빙의 강성 및 파괴와 관련된 기계적 재료 특성은 온도, 

brine 함유량, grain size, 변형속도 등에 따라 너무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빙의 모든 역학적 특

성을 고려한 완벽한 모델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빙 충돌 해석에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을 고려한 단순한 재료 

모델로써 해석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오차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Ice의 변형은 하중이 빠른 속도로 

가해지면 취성(brittle)의 성질을 갖고 느린 속도로 가해지면 연성(ductile)의 성질을 갖게 되며, 빙의 여러 가지 기계적 재

료 특성 역시 변형률속도 효과(Strain rate effect)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빙의 변형률속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변형률속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을 적용한 변형률속도 의존 모델을 사용하여 빙-선체 충돌 해

석을 수행하였다. 변형률 속도에 따른 빙의 항복, 소성거동 변화와 충돌 속도를 고려한 빙 구조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함

으로써 구조 거동 및 빙의 파괴 현상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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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극지방은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자원부존 지역으로서 

북극해의 수심 200m이하 대륙붕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후반부

터는 이 지역에서 석유 탐사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유럽의 바렌츠 해와 동아시아의 오호츠크 해에서는 해

저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지방의 자원개발 사업과 더불어 최근 국내

외 해운사 및 조선업체에서는 북극해 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빙 등급을 갖춘 상선의 건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 온난화 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극지방 빙상의 점진적인 후퇴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북극해

는 여름철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으므로 극지에서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운 기온과 얼음의 바다를 극복할 수 있는 쇄빙선과 같은 

특별한 장비와 극지공학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

는 현실이다.

극한지를 운항하는 빙해선박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선체구조에 작용하는 빙하중 추정과 이에 따

른 선체구조의 거동을 예측하여 빙해선박의 구조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극지 연

구의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수집 검

토함으로써 전반적인 state of the arts를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세부적인 연구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우

선되어야 하며 빙해선박의 구조 안전성 문제의 핵심이 되

는 빙하중의 추정과 이를 위한 빙-구조 상호작용 해석을 

위한 기초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해빙은 일반적인 구조용 재료와는 기계적 성질이 너무

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 기계적 거동의 수학적 모형화 역

시 까다로우며 반드시 실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빙 하중은 결국 해빙이 구조물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상

호작용의 결과이므로 빙의 파괴 특성에 대한 역학적 고찰

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빙의 특성과 관련된 인자가 지역적 분포와 발생 

시 기후 조건에 따라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

든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형화 기법을 제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극지 현장 실험과 결과의 database화 작업 역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

라서 최근에는 각 선급[DNV, 2006]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빙 충돌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구조설계 

과정에서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준 시나리오에 따라 빙-선체구

조 상호작용을 해석함으로써 선체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

였다. 이때 빙의 파괴 거동을 몇 가지로 변화시키고 

Strain rate effect를 고려한 재료 모델을 사용하여 이에 

따른 빙 하중의 크기 및 구조 거동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2. 빙의 구성방정식 모델

빙의 기계적 성질은 온도, brine 함유율, 결정의 크기, 

변형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하게 변화한다. 

이와 같은 변형의 복잡성은 연속체적인 변형 뿐 만 아니

라 미세 균열의 성장 및 전파 등 미세 조직 level의 변화

가 해빙의 기계적 성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빙-

구조 상호작용, 빙하중 등을 이론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기 위해서는 빙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실제 현상과 

유사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으나 빙에 대한 

명쾌한 강도 특성의 도출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과정은 

빙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물리적 의미의 고찰로부터 기본 

거동을 유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이나 현장 계측 결과

를 이용하여 관련 계수들을 결정해 나가는 방법이 일반적

이다.

본 연구에서는 빙이 탄소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

여 해석을 수행한다. 항복 조건은 일반적인 연성재료에 

적용되고 있는 von-Meses 조건과 인장과 압축 시 다른 

항복응력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등 취성 재료

에 적용되는 Drucker- Prager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재료 

특성은 Strain rate effect를 고려하였고 항복 즉시 파단이 

발생하는 취성재료 모델과 강체로 간주한 모델로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빙 충돌 문제의 대상이 되는 

유빙은 육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담수빙인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대체로 brine이 함유된 해빙 보다는 상당히 강

도가 크고 충돌 시 구조물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일반적인 해빙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항복응력과 탄

성계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

을 수행한다. 또한 빙의 전형적인 특징인 시간의존적인 

creep 특성과 size effect에 관한 내용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Table 1 Failure parameters of von-Mises and 

Drucker-Prager yield conditions

Von-Mises
yield stress 2.93 MPa

failure strain 7.086E-03

Drucker- 
Prager

failure surface 
shape parameter

0.8

angle of friction
0.8722 
rad(50˚)

cohesion value 2.5 MPa

dilation angle 0.785 rad(45˚)



3. 유빙-선체 충돌 해석

극한지 항행 선박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설계조건은 빙판 또는 유빙이 선체와 충돌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빙하중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다. 각 관련 

선급들이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빙의 상태 및 운

항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감안한 설

계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빙과 구조의 충돌 

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밀한 해석 기술의 개발

은 필수적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빙-구조 상호 작용은 빙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벽

한 모델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빙 충돌해석에

서는 어느 한쪽 측면만을 고려한 단순한 재료 모델로써 

해석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오차 역시 상당한 수준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LS-DYNA에 의한  빙 충돌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빙의 항복 및 소성 거동을 

고려한 빙 구조 상호작용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선체의 구

조거동 및 빙의 파괴현상을 고찰하는 한편 빙의 재료특성

이 빙 충돌 하중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1 빙-선체 충돌 시나리오

빙이 선체에 충돌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쇄빙과정

에서 발생하는 평탄빙과의 충돌이 가장 일반적이며 여러 

가지 크기의 유빙(ice berg)과의 충돌도 관심의 대상이다. 

선급에서는 선체 구조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충돌 시나리오와 빙의 강도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DNV, 

2006] 앞선 여러 연구에서도 이를 참조하고 있다[Han et 

al, 2008],[Lee et al, 2009].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빙-

선체 충돌 시나리오도 운항 선박에서 사전 탐지 및 대비

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면 

2m 높이의 ice bergy bit을 대상으로 한다. 

유빙의 형상은 구형, 직육면체, 원뿔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으며 충돌 속도는 유빙 자체의 속도와 선박의 

전진 및 선회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 특성과 빙하중 크기의 상관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구형의 bergy bit이 선측 보강판에 

충돌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충돌 속도는 1-6m/sec 범위

를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해석 대상 구조 및 모델링

실제 빙해 선박의 구조 도면을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

에 본 해석의 대상선으로서 SAFEICE report vol. II 에서 

다루어진 7,000 DWT cargo ferry의 선측구조를 채택하였

다. 그리고 해석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기하학적 대칭조건

을 고려한 1/4 symmetry model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

델의 기하학적 형상 정보와 경계 조건은 Table 2와 Fig.1

에 보인 바와 같다. 유빙은  직경 10.2m의 구로 모델링하

였고 유한요소 모델은 Fig.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측 구

조는 2-D shell요소로, 유빙은 3-D 입체요소로 모델링 하

였다. 총 요소 수는 6,906개, Ice(1/4 symmetry)의 총 요

소 수는 216,000개이다. 평균 mesh size는 0.125m 이다.

Table 2  Information of side structure

Structure member Dimension [mm]

Web frame spacing 2800

Web frame dimension 900 x 10

Longi. frame span 2800

Longi. frame spacing 300

Longi. frame profile HP 260 x 10

Plating thickness 14.5

Fig.1 Modeling range and boundary conditions 

of 1/4 symmetry model

Fig.2 FE analysis model

3.3 유빙-구조 충돌 해석

빙-구조 충돌 해석을 통해, 빙-구조 상호 작용에 의한 

선측 보강판의 구조거동 및 빙의 충돌하중에 의한 파괴현

상을 고찰하였다. 해석은 상용 hydrocode인 LS-DYNA를 

이용하였다.

유빙의 mechanical parameter는 SAFEICE Vol.2를 참

고하여 dencity는 1380 , 탄성계수는 7.3 GPa, 



Poisson ratio는 0.34를 사용하였다. Strain Rate 

Dependent 재료 모델에 적용된  Strain rate에 따른 소성 

응력 변형률 곡선을 Fig.3에 보였다. 유빙의 접수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3차원 구의 부가질량을 이론 식으로 계산

하여, 이를 자체 밀도에 더해 주었다.

Fig.3 Stress-Strain curve depending on Strain 

rate ( ∼   )

3.4 해석 결과

빙의 응력 변형 거동을 Von-Mises와 Drucker-Prager

의 항복조건을 적용하여 탄성-완전소성으로 간주한 구성

방정식 모델과 항복 즉시 파괴가 발생하는 취성재료, 

Strain rate을 고려한 재료 그리고, Rigid로 간주하는 5가

지 경우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유빙과 선

체의 충돌 속도는 1m/sec에서 6m/sec 까지 6단계로 변

화시켜 가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조물과 빙의 상호 

거동을 고찰하였다. 

충돌하중, 변형량 및 최대 소성 변형률 그리고 최대응

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Von-Mises와 Drucker-Prager 

항복조건을 적용한 결과와 Rigid로 간주한 경우는 거의 동

일한 크기와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 취성 모델과 Strain 

Rate Dependent 모델의 경우는 이 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취성 모델과 Strain Rate Dependent 모델

을 비교해 볼 때, 최대 응력과 최대 소성 변형률에서 다

소 큰 차이를 보였다. 충돌하중과 변형량에서는 약간의 

크기 차이만을 있을 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빙의 구성방정식에 소성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항복 후 

빙이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잔류 강도를 가지므로 

von-Mises 조건이나 Drucker-Prager 모델 간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충돌 과정에서 인장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Rigid 모델과의 

a) Von-Mises Yield Criterion

b) Drucker-Prager Yield Criterion

c) Brittle Model

d) Srain Rate Dependent Model

Fig.4 Time histories of max. stress in the case 

of collision velocity of 1-6m/sec

비교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급[DNV, 

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빙의 강도 역시 상당히 보수적

인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취성 모델과 Strain rate effect를 고려한 모델의 경우 

최대응력의 time history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Von-Mises Yield Criterion

b) Drucker-Prager Yield Criterion

c) Brittle Model

d) Srain Rate Dependent Model

Fig.5 Time histories of max. plastic strain in the 

case of collision velocity of 1-6m/sec

실제 빙의 재료적 특성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시간의존

적인 거동에 대한 영향 역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추후 연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 Von-Mises Yield Criterion

b) Drucker-Prager Yield Criterion

c) Brittle Model

d) Srain Rate Dependent Model

Fig.6 Time histories of max. collision force in the 

case of collision velocity of 1-6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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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n-Mises Yield Criterion

b) Drucker-Prager Yield Criterion

c) Brittle Model

d) Srain Rate Dependent Model

Fig.7 Time histories of max. displacement in the 

case of collision velocity of 1-6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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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싱 하중에 의한 LNG CCS의 구조 강도 평가 절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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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NG 운반선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분 적재 상태에서의 LNG 화물창에 대한 슬로싱 현상에 의한 충격 하중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극저온 상태 및 높은 충격압력, 그리고 유체 유동의 비선형성 등의 이유로 슬로싱 충격이 기술적인 문제로 부각되

면서 LNG 화물창의 설계를 위해 슬로싱 압력과 LNG 화물창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급, 조선소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구조 강도 평가 절차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과 대형 모형 실험에 의한 슬로싱 하중 산정 과정 및 화물창에서의 정적, 동적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강도 

평가 절차까지의 제안하였다. 먼저 슬로싱 모션과 압력에 대한 수치해석과 실험적 접근법을 통해 슬로싱 압력을 평가하고 산정하

였다. 이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membrane tank에 대한 정적, 동적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게 되며 구조강도평가의 마지막 단계

로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통해 LNG 화물창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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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 대 초반 이후 세계적으로 LNG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서 LNG 운반선의 대형화 및 선체 운동을 크게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 적재(Partial filling) 운항이 보편화되고 있다(Shin et al., 

2003). 이러한 크기 증가 및 부분 적재 운항 환경에서 LNG 슬로

싱 압력에 의한 화물창 파손 위험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슬로싱 

압력에 의한 LNG 운반선 탱크 내부의 구조적 안전성 판단 기법

에 대한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선

급 및 각 연구 기관에서 LNG CCS (Cargo Containment System)

의 슬로싱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직접 평가 절

차 (Direct assessment procedure)를 제시하거나 새롭게 절차를 

정립하고 있다(Ito et al., 2008, Mravak et al., 2009, Kuo et 

al., 2009 ). 슬로싱에 의한 구조 안전성 평가 방법으로는 기존의 

선박과 비교하는 비교평가법(Comparative assessment method)

이 있으나, 이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사례의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례 보다 대형화된 화물창을 가진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직접 평가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슬로싱 

모형 실험의 계측 압력을 실선으로 확장하고, 압력의 형태를 삼

각파로 이상화한 구조 평가 절차가 있다(ABS, 2006, Lloyd’s 

Register, 2009). 최근에는 소형 scale 모형 실험의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대형 슬로싱 충격 실험인 “Sloshel project"과 같은 연

구가 유럽 지역의 선급 및  GTT社 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Brosset et al., 2009). 또한 국내에서는 Kim et al. (2010)이 

1/25 scale의 대형 슬로싱 모형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모형 실험의 계측 압력을 실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만, 슬로싱 압력의 공간 분포를 반영

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체의 거동과 구조의 변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슬로싱의 특성을 엄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은 

2-Way FSI(Fluid Structural Interaction)이지만, 과도한 해석 시

간 및 해석 기법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 LNG CCS

의 구조 안전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Zheng et al., 2010). 최근의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모형 실험과 부분적인 유체 구조 연성 효과를 고려한 

Direct assessment method방법이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Lee et al, 2010, Mravak et al, 2009). 또한 각 선급 및 조선소

는 모형 실험을 근간으로 CCS 설계에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설계 절차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ABS(Wang et al., 2009),  삼

성중공업(Ito et al., 2008), Exxon mobil(Kuo et al., 2009), 대

우조선해양(Ryu et al., 2009) 그리고 현대중공업(Nam et al., 

2006)이 제안한 방법은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한 슬로싱 강도 평

가 절차이며 일부 연구는 부분적인 유체-구조 연성 효과를 고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슬로싱 강도 평가 절차를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

고 있는 초기 연구 결과이다. LNG 화물창 설계에 관한 선급 규

정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적용을 위한 절차의 일부

를 세부적으로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슬로싱 강도 평가 및 설

계를 위한 절차요소로는 ① 해상 운항 상태를 고려한 운동 조건 

반영 ② Sloshing 모형 실험 ③ 설계 하중 산정 ④ 구조 강도 평

가 ⑤ 안전성 기준 검토 (Failure Criteria & Reliability 

Assessment)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② 모형 실험 결과를 이

용한 구조 강도 평가 절차, 모형 실험과 CFD 해석 결과와 비교

를 통한 활용 방안, ④ 구조 강도 평가 및 해석을 중심으로 설계 

절차를 정리하였다. 특히 two-way FSI의 약점을 보완할 

one-way FSI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선급에서 제시한 LNG 슬로싱에 따른 구조 강도 평가 절차를 참

고하였다. 

2. 구조 강도 평가 절차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슬로싱 현상에 의한 LNG CCS에

서의 구조 안전성 평가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tage D, E, F, G를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Stage C는 모형 실험에서 계측한 슬로싱 압력 

이력으로부터 설계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는 분석 절차는 김용환(Kim et al., 2010) 및 

Graczyk(Graczyk et al., 2006) 등에서 상세하게 언급된 것을 찾

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단계를 거쳐 결정된 설계 하중이 주

어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형실험에서 선택한 설계 압력은 최대

값, 압력의 주기 및 skewness를 Scale-law를 적용하여 실선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Fig. 1 Schematic procedure of sloshing assessment 

구조강도 평가의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다만, Safety criteria는 실험적인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Stage D (Level 1): 모형 실험을 통하여 예측한 실선 슬로

싱 압력의 최대값을 설계 하중으로 선택하여 방열 구조의 정

적 응력 및 변형율을 평가한다.  

� Stage E (Level 2): 모형 실험으로부터  scale-law를 적용

하여 예측한 삼각형파의 압력을 적용하여 방열 구조의 동

적 응력 및 변형율을 평가한다. 

� Stage F (Level 3): 모형 실험과 동일한 운동 조건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고, 최대 압력을 유발하는 유체의 최대 

속도를 구한다. CFD 해석에서 얻은 압력과 실험에서 얻은 

압력을 비교한다.

� Stage G (Level 3): CFD 해석을 이용하여 구한 최대 속도

를 균일한 유체에 초기 속도로 부여하여 국부 방열 구조를 

대상으로 압력 분포 및 그에 따른 동적 거동을 평가한다. 

즉, one-way FSI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요 절차는 슬로싱 모형실험 및 

CFD 해석, Linear static 구조 해석, Linear dynamic 구조해석, 

그리고 one-way FSI 해석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방열재의 Structural capacity 및 안전성 파단 기

준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였다. 

2.1 구조 해석 절차 개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구

조 해석 평가 단계를 가정하였다. 

� Level 1: Static Structural analysis 

� Level 2: Dynamic Structural analysis

� Level 3: One-way FSI analysis

Level 1은 정적 해석 단계로서 균일분포하중을 유한요소모델

에 적용하여 수행된다. Level 1에서의 해석 결과가 구조물의 안

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형 동적 해석인 Level 2 단

계로 진행된다. Level 2에서는 이상화된 삼각파 형상의 압력이 

구조물에 적용되며, 이 단계에서의 해석 결과 또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Level 3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Level 1 및 

Level 2의 압력하중은 모형실험에서 계측한 최대 압력을 실선으

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실선 확장에는 Froude 상사 법칙을 사

용하여 각각 균일한 압력 하중 및 삼각 하중 (Triangular 

pressure)으로 이상화하여 구조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Level 1, 2에서 이용되는 하중은 모형실험의 계측 압력을 실선 

으로 확장한 값을 사용하였다. 

Level 3는 비선형 대변형 해석으로서, 단위 방열판을 고려한 

국부 모델을 대상으로 one-way FSI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개략적인 흐름을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압력 하중을 실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Froude 상사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장된 

압력은 대체로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고 

문헌    ). 또한 가장 이상적인 슬로싱 압력 및 구조 응답 평가방

법으로는 유체-구조 연성 해석(Fluid - Structure Interaction)을 

통한 현상의 분석일 것이다. 다만, 현재의 FSI 방법은 해석 시간 

단축 및 정확성 향상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체에 

의한 충격 하중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조 모델과 완전히 결합된 

조건에서의 FSI을 수행하기 위한 수치 해석 모델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모형실험의 압력을 실선 크기로 확장하는 방법과 FSI 해

석 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Level 3 과정을 제

안하고자 한다. Level 3 절차에서는 우선 모형실험과 동일한 형

상 및 운동 조건을 가진 유동해석을 우선 수행한다. 압력의 실선 

확장 방법을 대신하여 모형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CFD 해석에서 

얻은 유체의 최대 속도를 실선 크기로 확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국부 CCS 패널 모델에 적용하여 one-way FSI를 수행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one-way FSI 

procedure used for Level 3 assessment 

2.2  Level 3의 국부 압력 추정을 위한 CFD 해석

앞서 언급한 Stage F는 모형실험과 동일한 운동 조건에 대하

여 CFD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모형실험에서 계측한 압력에 



scale law를 적용하여 실선 압력을 추정하는 방법은 가장 전통적

인 방법이다. 그러나 scale law는 유체 유동의 복잡성 등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노인식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모형실험과 똑같은 조건의 CFD 해석을 수

행한 후 최대 압력을 야기하는 유체 최대 속도를 구하였다. 방열 

구조를 국부적으로 확대하여 앞서 구한 최대 속도를 가진 유체를 

고려하여 동적 거동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Model test를 CFD로 해석하여 압력 이력을 산출한 후 Data 

processing을 통해 Structural analysis를 위한 Design 

sloshing load를 산정한다. 

� Water-air phase로 이루어진 model test를 LNG-air 및 

LNG-air-vapor phase로 확장하여 실선에 작용하는 압력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 CFD 해석 결과 중 최대 유체 속도를 얻는다. 이 속도를 실선

에 작용하는 유동으로 확장하여 Structural analysis의 level 3

인 one-way FSI 단계에서 유체 충격 초기속도로 지정하였

다. 

3.  슬로싱 설계 절차 적용 예시

3.1 Insulation model

본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ark-III 타입의 화물창 

CCS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Mark-III 타입의 CCS 시스템의 경우 

thin corrugated membrane, plywood, R-PUF(Reinforced PUF), 

triplex 그리고 mastic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R-PUF

의 경우 triplex에 의해 두 층으로 나뉘게 되며, 전체 CCS system

은 mastic에 의해 선각 구조와 연결된다.

본 예제는 R-PUF, Plywood, 그리고 응력이 주로 크게 발생하

는 Mastic에서의 응력 및 변형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유

한요소모델은 triplex와 primary membrane을 제외하였다.

Fig. 3 Schematic view of Mark III insulation 

panel

3.2 유체 유동 해석 

앞서 언급했던 데로, Level 1,2는 모형실험의 측정압력을 실

선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대우조선해

양(주) 및 부산대학교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있는 계측 결과

(http://sloshing.snu.ac.kr)를 이용하였다(DSME, 2005., Fig. 

4).

 먼저 ANSYS.CFX를 이용하여 압력 및 유동 형태를 모형실험

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위치는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C4이

며 비교한 결과 중 일부를 Fig. 5에 정리하였다. C1, C2, C3  점

에서 압력은 실험과 해석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C4 점에

서 값은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대값에 있어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

럼 기체 압축성 효과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시간 별 유동형태는 실험과 해석의 것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유동 속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력보다는 유동 속

도에 관심을 두고, 해석에서 구한 유동 속도만을 이용하였다. 물

론, 해석에 의한 압력이 실험값과 유사하다면 CFD 해석을 통해

서도 실선의 구조해석에 적용 가능한 압력 및 유체의 속도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운동 시나리오에 의한 압력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Fig. 4 DSME Model test equipment and Pressure 

measurement point

Fig. 5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model 

test and CFD analysis at C4

Fig. 6 One of fluid flow pattern of CFD



3.3. 각 단계 별 슬로싱 설계 하중 산정

Level 1, 2는 모형실험의 압력을 실선으로 확장하여 이용하였

으며,  Level 3는 수치해석에서 구한 유체 속도를 실선으로 확장

하여 이용하였다. 압력, 유체 속력, 시간에 대한 상사법칙은 

Froude scale law 및 Time scale law 이며 다음의 식과 같다. 

  

                               (1)

                                         

                                        (2)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에 이용한 압력 이력은 실험 결과

의 통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큰 압력을 임의로 선택하

였다. 모형과 실선의 크기 비율은 1:50으로 가정하였다. 

Fig.7(a)의 계측 압력 중 가장 큰 압력을 선택하여 Level1, 2

의 설계  하중으로 선택하였다. Fig. 7(b)는 최대 압력을 이상화 

시킨 것이며, Fig. 7(c)는 실선으로 확장된 압력이다.  계측된 압

력의 크기, 지속 시간(duration time), 그리고 경사도(skewness)

를 고려하였다. 적용된  Skewness는 0.5이다. Level 1에는 균일 

분포 하중을, Level 2에는 Fig. 7의 (c) Pfull에 보인 설계 압력을 

적용하였다. Scale up 과정을 거친 하중의 크기는 32.290 kPa에

서 1.614 MPa로 커졌으며, Rising time 및 Duration time은 각각 

5.32e-4 sec와 0.002 sec에서 0.00376 sec와 0.0141 sec로 

증가하였다.

Fig. 7 Scale up for Design sloshing load

Level 3 단계에서는 일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에서 일차적으로 구한 최대 유체 속도를 단일 방열판에 

부가하여 다시 유동해석 및 그에 따른 구조해석을 순차적으로 수

행하였다. 즉, CFD 해석을 통하여 산출된 유체의 최대 속력을 

scale up 과정을 거쳐 국부 CFD 해석의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였

다. 모형크기에서 구한 유동속도 2.96m/s는 실선에서 20.92m/s

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3.4 Material Properties

방열 구조를 이루는 각 부재의 재료 특성을 엄밀하게 적용하

기 위해서는, 실온에서의 구조적 강도와 정적, 동적 그리고 피로 

하중에 대한 극한 강도와 같은 부분뿐 만 아니라 극저온 상태까

지를 고려한 많은 종류의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상온 및 저온 상태의 여러 가지 재료 특성 정보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및 각 선급에서 제시한 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ABS 선급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ABS, 2006). 여기서 R-PUF와 Mastic은 등방성 재료 물성치로, 

plywood는 이방성 재료 물성치로 각각 상온에서의 재료 물성치

를 적용하였으며 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한 CFD해석에서 적용

한 air와 water에 대해서도 Table 2에 적용한 물성치를 정리하였

다. 

Plywood R-PUF Mastic

Elastic modulus (MPa)
E1,E2=8900

E3=520
84 2880

Poisson ratio 0.17 0.18 0.3

Density (kg/m3) 710 120 1500

Shear modulus
G12=3803

G13,G23=196
- -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ark III

Air at 25oC Water at 25oC

Density (kg/m3) 1.185 997.0

Molar mass (kg/mol) 28.96 18.02

Dynamic viscosity (kg/m s) 1.831e-5 8.899e-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air and water for Level 3

3.5 Level 1 and Level 2의 특성

구조 해석과 슬로싱 압력 측정을 위한 CFD 해석은 각각 

ANSYS Workbench와 CFX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앞 절에서 언

급한 것과 같이, Level 1과 Level 2의 유한요소 모델은 선각 구조

와 함께 4가지 부재를 포함하고 있다. 해석에 8절점 3차원 

Iso-parametric hexahedron 요소를 사용하였다. Level 1의 경우 

정적 구조 해석 단계이기 때문에 균일 분포 하중을 상부 

plywood에 적용하였다. 

Level 2는 Level 1과 같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과도응

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과도응답해석인 Level 2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M, K, 그리고 F(t)는 각각 질량, 강성, 그리고 이상화

된 삼각파 하중을 의미한다. 본 해석에서 적용한 Newmark time 



integration과 같은 implicit numerical scheme을 선택하였다.  

  

3.6 Level 1, 2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Fig. 8은 해석에 사용된 모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열

재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upper plywood, upper R-PUF, lower 

R-PUF, lower plywood, 그리고 mastic 순의 적층 구조를 이루

고 있다. 방열재와 함께 선각 구조도 고려하였으며, inner hull, 

web, girder, stiffener로 구성하였다. 모델의 치수는 Fig. 9에 정

리하였다. 

� 방열재의 전체 모델은 3차원 solid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요소 크기는 25x25(mm)로 생성하였다. 

� 선각은 shell로 모델링 하였으며 전체 요소의 두께는 20mm

로 일정하게 적용하였으며 전체 10.2x9(m)의 크기로 모델링 

하였다. 

� 방열재의 각 구성요소의 두께는 실제 방열판의 두께를 적용

하였고, 길이 및 폭 방향 또한 실제 방열판의 크기(1x3(m))로 

작성되었다. 

� 경계조건은 선각 구조의 web과 girder 하단에 고정 조건을, 

그리고 방열재의 옆면에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다.(Fig. 10, 

Fig. 11) 

� 하중으로는 upper plywood의 상면에 일괄적으로 부여하였

다. (Fig. 10, Fig. 11)

Fig. 8 FE model with used for Level 1 

Fig. 9 Dimension of Hull structural and CCS

Fig. 10 Boundary conditions and Loading condition for 

Level 1 

Fig. 11 Boundary conditions and Loading condition for 

Level 2

3.7 Level 3 의 특성

Level 3 단계에서, 국부 모델에 대하여 one-way FSI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조 거동은 유체 거동 해석을 수행한 후에 

순차적으로  해석하였다. Level 3의 첫 번째 단계는 CFD를 통해 

축소 모형의 슬로싱 충격과 유체의 속도장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체의 유동은 CFD 해석을 통해 진행되며 전체 화물창은 

강체로 가정하였다. CFD 해석을 통하여 얻은 유체 속도를 단일 

방열판을 대상으로 구성한 CFD 모델에 부과하여 압력 추정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로싱을 포함한 유체 유동의 지배 방정

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체의 보존 법칙과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유동

은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을 만족할 

것이며, 연속 방정식은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그리고 는 x, y, z 방향에 대한 속도 벡터를 의미하

며, 는 유체의 밀도를 의미한다. 

Newtonian fluid에서의 운동량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6)



여기서 는 응력 텐서, 는 직교 속도, 는 동점성계수를 

의미한다.   

Navier-Stokes 방정식은 보통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낸다. 




 ∙∇ 


∇ ∇




       (7)

 여기서 는 내부 유체 속도, 는 유체 밀도, 그리고 는 

동점성계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ANSYS.CFX를 이용하여 

슬로싱 유동에 의한 압력을 계산하였다.

3.8 Level 3의 국부 해석 모델

균일 속도 장을 가진 유체 충격에 의한 압력 시계열을 구조해

석의 작용 하중으로 이용하였다.  ANSYS.CFX를 이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2에 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선 모델로 

확장한 속도로 유체를 water jet 형식으로 유입시킴으로써 방열

구조에 작용하는 압력 시계열을 구하였다. 반대쪽 면에는 방열판

의 면적과 동일한 크기의 강체를 모델링 하였다. 유입된 유체가 

한정된 공간에 쌓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머지 면들은 유

체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모델링하였다. 

Fig. 12 CFD analysis for Surface force generation 

유체 충격을 통해 생성한 압력의 분포는 ANSYS 

workbench(ANSYS, 2009) 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

였다. Fig. 13은 CFD 해석을 통하여 얻은 압력의 시계열 및 공

간 분포를 구한 예를 보이고 있다. 생성된 하중은 

Fluid-Structure interface를 이용하여 구조 모델에 직접 가하여 

응력 및 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3 Generated surface force by CFD analysis 

구조 해석 모델은 Level 1, Level 2의 것과 동일하며 해석 조

건은 level 2와 동일하다. Fig. 14는 Level 3의 해석의 모델 개요

이다.

FIg. 14 Schematic view of Level 3 model

3.9 수치 해석 결과

3.9.1 Results of Level 1 and Level 2

Table 3은 Level 1의 균일 압력에 대한 정적 구조 해석 결과

를 정리하였다. 방열재에서의 응력 분포 및 변형량을 Fig. 15에 

도시하였다.

σxx 

(MPa)

σyy 

(MPa)

τxy 

(MPa)

von

-Mises

(MPa)

derformation

(m)

Plywood 78.76 14.08 43.34 - 0.0071

Mastic - - - 60.80 0.0072

Table 3 Results of 3D static structural analysis (Level 1)

Fig. 15 Results of 3D static structural analysis - 

distribution of deformation and stress (plywood, mastic)



Table 4에 Level 2에서 수행한 삼각형 형태의 단일 압력 시계

열에 의한 동적 구조 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방열재에서의 응

력 분포 및 변형량의 일부를 Fig. 16에 제시하였다. Level 2의 응

력 값은 Level 1보다는 적게 예상되었으며, 변위량은 동적 효과

로 인하여 Level 1보다는 크게 예상되었다.

σxx 

(MPa)

σyy 

(MPa)

τxy 

(MPa)

von

-Mises

(MPa)

derform

ation

(m)

Plywood 48.97 10.36 27.62 - 0.01

Mastic - - - 42.63 0.01

Table 4 Results of 3D Dynamic structural analysis (Level 2)

Fig. 16 Results of 3D static structural analysis - 

distribution of deformation and stress (plywood, mastic)

3.9.2 Results of Level 3

Table 5에는 Level 3에서 수행한 3차원 One-way FSI 해석 결

과를 정리하였다. 방열재에서의 응력 분포 및 변형량의 최대 값

을 Fig. 17에 제시하였다. 응력 값은 Level 1, 2 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으로 예상되었다.

σxx 

(MPa)

σyy 

(MPa)

τxy 

(MPa)

von

-Mises

(MPa)

derformation

(m)

Plywood 3.08 5.44 6.58 - 0.0021

Mastic - - - 19.23 0.0021

Table 5 Results of 3D One-way FSI analysis (Level 3)

Fig. 17 Results of 3D One-way FSI analysis - 

distribution of deformation and stress(plywood, mastic)

3.9.3 Comparison of Results of Level 1, Level 2 and  
Level 3

Fig. 18와 Fig. 19은 각 단계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8은 변형량을 보이고 있으며, Level 2의 값이 동적 변형으로 인

하여 최대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Fig. 18 Comparison of deformation history of Level 

1, Level 2 and Level 3 assessment at mastic and 

lower plywood

Fig. 19 Comparison of equivalent stress history of 

Level 1, Level 2 and Level 3 assessment at lower 

plywood

변위의 경우 lower plywood와 mastic에서 각 단계 별 결과를 



정리하였다. 대체로 Level 3의 경향이 다른 단계에 비하여 낮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19는 lower plywood에

서 발생하는 등가 응력(equivalent stress)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각 단계 별로 그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의 주 목적은 LNG 슬로싱을 고려한 설계 절차를 제시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형 실험, 정적/동적 해

석 그리고 one-way FSI 해석을 통합한 구조 강도 평가 절차를 

제안하였다. 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Level 1 :　최대 압력을 균일 분포 하중으로서 이용하여 구조 

모델에 대해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한다. 

2.  Level 2 : 모형 실험에서 얻은 압력을 이용하여 실선 크기로

의 확장을 통해 구조물의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한다.

3.  Level 3 : 슬로싱 압력의 공간적/시간적 분포를 반영하기 위

한 one-way FSI 해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 강도 평가 절차 중 각 해석 단계에서의 정확성 

보다는 슬로싱 평가 절차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단계에서의 

정확성은 실제 평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로는 각 단계에 대한 검증 작업과 함께 수치적

인 확장 및 효과적인 one-way FSI를 반영할 수 있는 유동해석 

모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에 대한 보완 및 상온 및 저온 재료 물성

치가 좀더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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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도응답 해석법에 의한 LNG 탱크 방열구조의 슬로싱 충격 

응답 해석에 관한 연구

기민석(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노인식(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이재만(충남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김성찬(인하공업전문대학 선박해양시스템과)

요 약

LNG 탱크 설계의 핵심이 되는 슬로싱 충격 문제는 수치해석적 방법으로는 아직 신뢰성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축척모형실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상 모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슬로싱 충격압력 시계열 자료의 

분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세해석을 위한 전 단계로서 압력시계열의 중요한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간단한 해

석을 통한 pre-screening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NG 탱크 방열구조의 슬로싱에 대한 동적 구조응답을 간편하

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였다. 해석 대상 구조의 모델링 범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 해석법을 제안하고 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간이 해석법은 기본적인 삼각형 impulse 형태의 충격 압력에 

대한 구조응답을 시간영역에서 과도응답해석법으로 계산한 후, 이렇게 구해진 구조물의 삼각형 응답함수를 조합하여 임의 형상의 

압력시계열에 대한 구조응답을 구하는 방식이다. 실제 모형실험 압력시계열을 바탕으로 구조응답을 계산하여 제안된 해석법의 타

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방열구조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선체 구조의 탄성지지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았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LNG 선박 탱크 내부의 슬로싱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유체 충

격력은 멤브레인형 LNG 선박의 화물창과 방열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중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 충격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

적 접근 방법이 제안되고 있고,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밀한 수치해석 기법과 함

께 실시되는 모형실험, 실선 계측 등은 부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유탄성(hydro-elastic) 해석을 비롯한 수치적 해

석 기법은 방대한 계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모형실험의 

경우엔 축척 효과로 인한 문제점이, 실선 계측은 실험 자체가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 이를 일반화하여 실제 방열

구조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모형실험 또는 실선 계측 data를 통하여 얻은 유체 충

격 하중에 대한 구조응답을 충격압력 시계열에 의한 시간영역 과

도응답해석으로 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

고 있고 특히 초기 설계를 위한 개략적인 응답 추정 단계에서 상

당히 합리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ABS에서 제안한 충격 

압력 시계열을 여러 개의 삼각형 impulse로 분할하고, 하나의 단

위 삼각형 impulse에 대한 구조응답만을 구하여, 이를 조합함으

로써 전체 해를 구하는 간이 해석 방법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Nho et al, 2010]의 간이 해석법과 

모형실험 과정에서 계측을 통해 얻어진 압력시계열을 이용하여 

멤브레인형 Mark III 탱크 방열구조와 그 지지구조가 되는 선체를 

함께 모델링하여 선체 강성을 고려한 방열구조의 시간영역 과도

응답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간이 해석법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한편, 선체 지지구조의 강성이 방열구조의 응답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2. 방열구조의 구조해석 모델링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이 수치해석 기법에 비해 계산량이 적

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방열 panel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

을 경우에는 방대한 요소 수 때문에 계산에 큰 어려움을 보인다. 

따라서 먼저 대상 구조물을 선체 구조의 모델링 범위에 따라 여

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구조 응답해

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이면서도 계산 시

간이 짧은 모델링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구조물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방열 panel이 선측의 종통 스트링거 위해 위치한 

경우와 일반 보강재 위에 위치한 경우를 비교하여 탄성 지지구조

의 강성에 의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 1 Position of insulation panel & scope of hull 

modeling

 선체와 방열구조의 모델링 범위는 멤브레인형 Mark III 160K 

LNGC 탱크 중앙부의 선측 부분으로 국한하였다. 이때 Frame 

Space는 3200mm 이고 탱크의 크기를 고려하여 9 Frame을 대

상으로 하였다.

2.1 해석 모델 및 경계 조건

 LNG 화물창 내부에 작용하는 슬로싱 충격 압력은 방열 panel에 

직접 작용하여 변형과 응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지부가 되

는 선체의 변형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방열구조에 2차적인 응

력을 발생시킨다.(Fig. 2 참조) 결국 방열구조의 응답은 구조물에 

직접 작용하는 압력과 지지 구조의 변형에 의한 영향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2 Structural response of insulation system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체 구조의 탄성지지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체에 하나의 방열 panel을 추가로 모델링하였다. 실제 



a. 9 Frame full model b. 9 Frame - non outer plate full model

c. 1 Frame space model d. 1 Frame space - non outer plate model

e. 3 Frame space model f. 3 Frame space - non outer plate model

g. 3 Frame, 2 stiffener space model h. 3 Frame, 2 stiffener space - non outer plate model

 

Fig. 4 Modeling cases according to scope of hull modeling

슬로싱 충격압력은 방열 pane의 1차 방벽인 stainless steel 멤브

레인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자체적인 

강성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으로 간주하여 모델링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차 방벽인 Triplex도 마찬가지 이유로 

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방열 panel들 사이에는 약

간의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은 부드러운 PUF로 채워지므로 panel

들 간의 상호작용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개의 

방열 panel만을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선체 구조의 모델링 범위에 따라 지지부의 강성이 달라

질 수 있고 방열구조의 응답 또한 이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

문에 선체 구조의 모델링 범위를 달리하여 Fig. 4과 같은 8개의 

경우에 대한 정적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3 Modeling of insulation panel(case0)

 방열 panel의 크기는 3030(폭)×990(길이)mm 이다. 선체 

모델링 범위에 따라 9 Frame 전체를 모델링한 a, 1 Frame

만을 모델링한 c, 3 Frame을 모델링한 e, 3 Frame을 모델

링하였지만 횡방향으로 두 보강재 간격만을 모델링한 h, 그리

고 위 4가지 모델링에서 outer plate를 경계 조건으로 대체한 



Table 1 Static stress components of unit pressure in each models                                            (unit : Pa)

Case0    a    b    c    d    e    f    g    h



   Case1
-1.484

-1.729 -1.664 -1.727 -1.722 -1.722 -1.664 -1.673 -1.672

    Case2 -2.365 -2.336 -1.838 -1.838 -2.344 -2.315 -2.327 -2.296



   Case1
16.01

32.118  32.63 37.896 37.917 32.429 32.633 32.371 32.4

    Case2 31.072 31.498 38.036 38.036 31.069 31.333 31.32 31.109



    Case1
-0.602

-0.834 -0.831 -0.89 -0.887 -0.834 -0.831 -0.83 -0.827

    Case2 -0.983 -0.98 -1.003 -1.003 -0.981 -0.977 -0.962 -0.96


  Case1

-0.700
-0.999 -1.013 -1.121 -1.111 -0.999 -1.013 -1.009 -1.009

  Case2 -1.323 -1.319 -1.43 -1.43 -1.327 -1.317 -1.286 -1.287


  Case1

-0.526
-0.686 -0.677 -0.721 -0.719 -0.685 -0.677 -0.674 -0.674

  Case2 -0.817 -0.813 -0.774 -0.774 -0.813 -0.809 -0.804 -0.799


  Case1

-0.017
0.003 0.007 0.006 0.006 0.003 0.006 0.004 0.004

  Case2 -0.036 -0.035 0.006 0.006 -0.035 -0.033 -0.037 -0.034

b, d, f, g 총 8 경우로 모델링하였다. 이때, a, c, e의 선체 

사이드는 고정단으로, b, d, f는 선체 사이드와 하단을 도정단

으로 하여 outer plate를 대체하였다. 그리고 g는 다른 해석 

모델과 달리 inner hull의 사이드를 높이 방향으로 거동할 수 

있게 하였다. h는 선체 하단을 고정단으로 하여 outer plate

를 대체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Fig. 3과 같이 방열 panel 자

체만을 모델링하고 하단부를 고정하여 선체의 탄성지지 효과를 

배제한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case 0). 이

때 방열 panel의 요소 크기는 25×25(mm)이다. 

2.2 정적해석 결과검토

 2개소의 8가지 모델링 범위 즉 16가지 해석 모델에 대하여 정

적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하중조건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1(Pa)의 정적 단위 압력을 방열 panel 표면에 적용하였

다.

 먼저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Lower Plywood와 Mastic의 접점에

서 계산된 응력을 방열 panel 자체만을 모델링한 경우와 비교하

여 각 성분별로 Table 1에 정리하였다. 대체로 방열 panel의 폭

방향 응력 성분 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성분을 기준

으로 고찰한다. 선체 강성을 고려하게 되면 방열 panel만을 모델

링한 경우(case0) 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응력이 작용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탄성지지부의 변형에 따른 응력 성분이 방열 

panel 자체 변형의 영향과 거의 대등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리

고, c, d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비교적 유사한 크기의 응력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c, d가 다른 모델링 경우와 차이를 보

이는 이유는 선체 모델링 범위가 너무 좁아 방열 panel에 인접한 

선체 사이드의 경계조건이 높이 방향 거동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는 높이 방향 거동이 자유로운 g, h에 대한 결과

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outer plate를 모델링한 경우

와 이를 경계조건으로 대체한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길이 방향으로 방열 panel 길이의 3배 이상 범위를 모델

링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유체 충격력은 하나의 방열 panel이 아닌 모든 방열 panel 

표면에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체지지 구조의 

변형에 따른 영향은 방열 panel 자체에 작용하는 압력 외에 나머

지 주위 panel에 작용하는 압력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이러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하나의 방열 panel에만 하중

을 작용시킨 경우와 이웃 방열 panel 표면 전체에 하중을 작용시

킨 경우의 응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약 7%정도의 응력 크기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웃 방열 panel

에 작용하는 압력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욱이 본 연구의 주안점이 모델링에 따른 결과 비교와 간이 해석

법의 타당성 입증에 있으므로 하나의 방열 panel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2.3 동적 과도응답해석 결과

 정적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전체 모델 a와 부분 모델이면서도 비

교적 합리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e, h 등 3가지 모델

링에 대해 시간영역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단순한 이등변 삼각형 형태(S, skewness 

parameter = 1)의 충격 하중을 적용하였다. 이때, impulse의 작

용 시간은 방열 panel의 1차 고유진동주기 을 기준으로 한 상

대적인 크기로 나타내어 ~ 
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하

여 해석하였다. 



Table 2 Maximum displacements according to   

     duration time of impulse

Duration   

    Time
a e h

   4T 2.00072 0.55427 1.78945

   2T 3.55102 0.86167 2.92386

    T 5.09009 4.37758 4.37171

  T/2 9.36215 9.24948 9.24938

  T/4 14.2932 14.2856 14.2856

  T/8 15.082 15.082 15.082

  T/16 15.1067 15.1067 15.1067

Fig. 5 Triangular impulse

 가장 큰 변형이 발생하는 방열 panel 상단 모서리 절점에서의 

수직 변형을 정리한 결과를 Table 2에 보였다. 또한 작용 시간에 

따른 거동의 변화를 Fig.6에서 보였다. 최대 변위는 작용 시간이 

길 때 차이를 보이다가 작용 시간이 짧아질수록 비슷한 크기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고문헌(Nho et al [2009])에서 

보인바와 같이 충격에 대한 구조 응답이 작용하중의 역적에 의존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나타낸다. 이상 선체 강

성을 고려한 방열 구조에 대한 구조응답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impulse의 작용시간이 짧아질수록 전체 모델인 a와 부분 모델인 

e, h의 결과가 근접하고 있어 두 부분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h만으로도 효율적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해석은 h로 수행한다. 

Fig. 6 Time histories of displacements according to 

duration time of impulse

3. 과도응답의 간이해석법

 유체 충격력을 받는 LNG 탱크 방열 구도의 과도응답해석을 손

쉽게 하기 위해 ABS에서 제안한 방법을 좀 더 개선한 간이 해석

법을 개발하여 실제 Mark III 방열 구조를 대상으로 실제 모형실

험을 통해 얻어진 탱크 유체 충격 압력시계열에 대한 과도응답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해석 모델은 2장의 결론을 

토대로 3 Frame, 2 stiffener space - non outer plate model

을 적용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형태의 압력시계열은 Fig.7에 보인 바와 같이 

짧은 주기의 삼각형 impulse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충격압력의 크기이며 는 time 

step의 크기이다. 


 는 Fig.8에 보인 단위 삼각형 압력 

impulse이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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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각형 응답함수(Triangular response function)는 Fig.8의 삼각

형 압력 impulse에 대한 구조응답의 시계열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때, (1)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압력시계열 

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시계열 은 삼각형 응답함수들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단위 삼각형 압력 impulse 




 에 의한 구조 응답이다.

Fig. 7 Synthesis of a pressure time history 

by unit triangular impulses



Fig. 8 Unit triangular impulse

3.2 간이 과도응답 해석법의 타당성 확인

 참고문헌[Nho et al, 2010]과 동일하게 1/50 모형실험(20% 

low filling level)을 통해 얻어진 탱크 유체 충격압력의 시계열 중 

최대 압력 피크치를 보이는 부분(Fig.9)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두 

모델에 대해 간이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모형실험의 

sampling rate는 0.0001초이므로 여기에 모형실험의 data를 실

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Froude 축척계수를 적용하여 단위 삼각형 

압력 impulse의 rising time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

때, 과도응답해석의 시간증분 크기는 ∆로 하였다.

  ×   

Fig. 9 Pressure time history of sloshing model test

 먼저 방열 panel 자체 모델에 대한 간이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

여 이를 직접해석, 준정적해석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Fig.10에 

나타내었다. 3가지 해석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간이 해석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선체 

구조의 탄성지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동적 거동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준정적 거동을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참고문헌[Nho et al, 20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형실험의 

sampling time 간격이 방열 구조의 고유진동주기에 비하여 너무 

커서 충격 응답의 동적 효과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체의 강성을 고려한 선체 복합 부분 모델에 대한 간

이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이를 직접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Fig.11에 나타내었다. 두 해석 결과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 간이 해석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때 최

대 압력 발생 이후 급격한 과도동적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응답 역시 상당히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탱크 방열 구

조의 충격 응답을 고려하기 위해서 선체의 강성 고려가 필수적임

을 알 수 있다. 

 

Fig. 10 Comparison of simplified algorithm & direct 

calculation & qusai-static analysis (Case0)

Fig. 11 Comparison of simplified algorithm 

& direct calculation(h)



4. 결 론

 멤브레인형 Mark III LNG 탱크 방열 구조의 유체 충격에 대한 

구조응답을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선체 강성을 고려하지 않

은 방열 panel 자체만의 모델과 선체 강성을 고려한 여러 모델링

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면서도 계산시

간이 짧은 최적의 모델링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시간영역 과

도응답을 간편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삼각형 응답함수를 이용한 

간이 해석법을 제안하였고 실제 모형실험에서 얻어진 압력 시계

열을 가지고 간이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제안된 해석법의 효

율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체 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유체 충격 응답의 동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선체 강성을 고려한 경우 최대 압력 발생 이후로 동적 거동

을 보이며 더 큰 응답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열 구조의 

유체 충격 응답 해석을 위해서는 방열 구조 지지부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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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반구 구조의 최종강도 설계식

조상래 , 류소미 (울산대학교 )

Ultimate strength design formulation for submarine hemi-spheres

Sang-Rai Cho and Somi Ryu (University of Ulsan)

반구 (Hemi-sphere) 구조는 잠수함의 선수미 마개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수압을 받을 

때의 최종강도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다. 잠수함의 반구 구조는 직경이 작은 경우 압연 

(Pressing) 가공으로 제작하게 되고, 직경이 크면 곡판을 용접하여 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작과정에서 초기 형상의 구면 이탈 (Out-of-sphericity), 잔류응력, 가공경화 그리고 두께의 

불균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잠수함의 다른 구조 부재인 보강 원통이나 보강 원추통 

보다 붕괴압력 추정값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반구의 최종강도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새로운 최종강도 

설계식을 개발하였다. 이 설계식은 Merchant-Rankine의 설계공식을 근간으로 강도저하계수 

(Knock-down factor)를 회귀분석법으로 유도하였다. 유도된 설계식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영국

표준규격과 ABS 그리고 DNV선급의 관련 설계식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용접으로 제

작한 후 열처리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실험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잔류응력이 최종강도에 미

치는 영향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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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론

잠수함 내압 선체는 원환보강 원통, 원환보강 

원추통 그리고 반구나 변곡반구 (Tori-Sphere)

로 구성된다. 이런 구조부재들은 붕괴강도

(Ultimate strength)를 기준으로 적절한 안전계

수를 택하여 부재의 치수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붕괴강도를 정확히 추정하여 이런 모

든 구조부재들이 최적의 치수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구조설계의 목표이다.

  잠수함이나 잠수정의 구조강도에 관한 연구

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의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단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구 현황을 짐작

할 뿐이다. 단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보건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

당수의 모형에 대한 붕괴실험이 수행되었고, 

나름대로의 설계공식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잠수함 내압선체의 최종강도와 관

련된 연구는 다른 구조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이론연구와 실험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론연구와 실험연구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올바른 이

론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연구에 의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실험연구에는 최종

강도 뿐만 아니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

기변형과 잔류응력의 추정에 필요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반구의 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평판을 압연

(Pressing)하여 제작하게 되고, 직경이 큰 경우

에는 여러 개의 곡판을 제작한 다음 이들을 

용접하여 제작하게 된다. 압연의 경우 제작 

시 구조물의 초기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중앙부의 두께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얇아지기 때문에 보통 중앙부의 두께를 기

준으로 강도를 예측하게 된다. 용접으로 제작

하는 경우 구면이탈과 잔류응력 등 초기결함

으로 인해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 반구의 붕

괴모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급작스

런 붕괴가 일어나는데 용접으로 제작한 반구

의 경우 붕괴가 시작되는 위치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와 같이 외압을 받는 반구의 

최종강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결

함과 두께의 불균일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석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반구의 

최종강도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새로운 최종

강도 설계식을 개발하였다. 이 설계식은 

Merchant-Rankine의 설계공식을 근간으로 강

도저하계수 (Knock-down factor)를 회귀분석

법으로 유도하였다. 유도된 설계식의 정확

도와 신뢰성은 영국표준규격과 ABS 그리고 

DNV선급의 관련 설계식과 비교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용접으로 제작한 후 열처리로 

잔류응력을 제거한 실험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잔류응력이 최종강도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하였다.

2. 실험 연구

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수압을 받는 반구 

모델의 최정강도 실험은 6개다. 이 중 5개는 

이미 보고되었고 (Cho et al,, 2006) 모델 HS-6

는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기 여기에서 모

델의 제작, 초기변형 및 두께의 계측과 실험 

결과에 관해 보고하고자 한다. 

2.1. 모델의 제작

공칭두께가 6mm인 강판을 원모양의 강판 1개

와 부채꼴 모양의 강판 4개로 가공한 뒤 용접

하여 지름이 1150mm인 반구를 제작하였다. 

원모양의 강판을 기준으로 부채꼴 모양의 강

판을 원형으로 둘러서 용접하였다.



      

  

Fig. 1 Geometry and welding lines of model    

       HS-6

2.2. 두께 및 형상 결함의 계측

모형의 제작 후 초음파 두께측정기를 사용하

여 위도와 경도별 반구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구면에서의 이탈 값은 Fi.g. 2에서 보

여주고 있는 세발을 갖는 코드 게이지 (chord 

gahge)를 제작하여 계측하였다.

  계측된 두께의 분포를 Fig. 3에서 볼 수 있

다. 계측된 두께의 평균은 5.73 mm이며 COV

는 2.64%였다. 이 COV는 보통의 강판의 경우

보다 큰 값으로 곡가공 과정에서 두께의 변화

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계측된 초기 형상결함 (Out-of-sphericity)을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계

측값과 같이 진원의 형상과 Fourier해석 결과

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모델이 진

구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Fig. 2 Three legs type chord gauge used to   

       measure out-of-sphericity

Fig. 3 Thickness measurement results for       

         model HS-6

  계측된 초기 형상결함 (Out-of-sphericity)을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계

측값과 같이 진원의 형상과 Fourier해석 결과

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모델이 진

구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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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itial shape measurement results for     

        model HS-6

2.3. 실험장치

Fig. 5 Pressure chamber with model in       

        position

실험에 사용된 압력용기는 최대 8 N/mm
2
까지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면 이 용기 내에 설치가 

가능한 모형의 최대크기는 1200mm (dia.) ×  

2300mm (length) 이다. 수동 또는 자동 펌프로 

압력용기 하부의 파이프를 통해 압력을 가하

게 되고, 압력용기의 상단에 압력계를 설치하

였다. 압력용기에 실험 모델을 설치한 사진을 

Fig. 5에서 보여주고 있다.

2.4. 실험 결과

실험 모델의 반격은 575 mm이고 평균 두께는 

5,73 mm 이며 인장실험으로부터 얻은 항복응

력은 293.1 N/mm2 이었다.

  가압 시 1.5 MPa까지는 꼭지점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이로부터 붕괴압력 직전까지는 

오히려 밖으로 밀려 나왔다. 그 이후 붕괴되면서 

안으로 크게 밀려 들어갔다. 압력이 4.3 MPa일 때 

위도 0도에서  60도, 경도 345도에서 45도 사이에 

위치한 부위가 굉음을 내며 붕괴되었고 압력은 

0.0MPa로 떨어졌다. 실험을 마친 후의 붕괴된 

모델의 형상은 Fig, 6에서 볼 수 있다. 

Fig. 6 Collapsed shape of model HS-6

3. 잠수함 반구 붕괴압력 추정 설계식 

잠수함 반구 구조의 붕괴압력 추정 설계식은 

여러 설계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영국표준규격 (British Standard: BS)과 

ABS 그리고 DNV선급에서 제공한 것을 비

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 규정에 설계식들은 



추후 새로 개발된 설계식과의 비교에도 사

용될 것이다. 

3.1. 영국 표준 규격 

영국 표준규격 (BS 5500)에서는 반구의 힝복

압력(


)과 탄성좌굴압력(

)을 각각 식 (1)과 

식 (2)로 구하게 된다.










      (1)






 
      (2)

여기에서

          : yield stress

         E  : Young's modulus

         t   : thickness of hemi-sphere

         R  : mean radius of hemi-sphere

         

그리고 허용설계압력(p)은 Fig. 7로부터 구하

게 된다. 이 그림표에서 횡축은  이고 종

축은  이다. 최종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2.35로 알려져 있어 허용설계압력에 2.35를 곱

하면 반구의 붕괴압력을 얻을 수 있다.

Fig. 7 Design curves of BS5500 

3.2. 미국 선급 규정

미국 선급 (ABS) 규정에서는 탄성좌굴압력이 

항복압력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 각각 

식(3a)와 (3b)를 적용하여 붕괴압력을 구하게 

된다.




     



  

                      for      (3a)





  


  for 


 ≤  (3b)

3.3. 놀웨이 선급 (DNV) 규정

놀웨이 선급 규정에서는 탄성좌굴응력을 식(4)

과 같이 구한다.  


  




      (4)

여기에서


 : DNV 탄성좌굴 응력

  
   

붕괴응력은 식(5)과 같이 결정하게 된다.

 


   
      (5)

4. 새로운 설계식의 유도

본 연구에서는 관련 실험 자료

4.1. 관련 실험 자료

수압을 받는 반구의 붕괴강도에 관한 실험연

구의 초기에는 기계 가공으로 제작한 실험모

델을 사용하였다. 기계 가공한 모델에서는 구

면 이탈의 정도는 미미하나 가공작업에서 발

생하는 내, 외부 곡면의 편심으로 인한 두께



ref

no. of data

R/t E/
as-weld

stress-

relieved

Kiernan 

and

Nishida

(1966)

18 17
53 ~ 

170

260 ~ 

374

Costello 

and

Nishida 

(1967)

4 4
32 ~ 

42

347 ~ 

348

Costello 

(1970)
3 6

45 ~ 

132

315 ~ 

378

Cho et. 

al.

(2007)

6
87 ~ 

133

632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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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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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계 가공한 

모델은 용접으로 제작한 잠수함 반구 구조물

과는 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판을 압연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작한 

반구에 대한 실험 연구의 결과만을 조사, 정

리하였다.

  관련된 문헌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에 정

리하였다. 이 표에는 Kiernan과 Nishida (1966), 

Costello와 Nishida (1967), Costello (1970) 그리

고 Cho et. al. (2007)이 발표한 자료가 포함되

어 있다. 

  모델의 총 개수는 58 개이며, 이 중 27 개

는 열처리하여 잔류응력을 제거한 것이다. 전

체 모델의 R/t 비의 범위는 32 ~ 170이며, Cho 

et. al. (2007)이 수행한 실험은 재료가 연강으

로 항복응력의 범위가 289.0 ~ 332.1 MPa이고 

그 외의 모델은 재료가 고항복강으로 항복응

력의 범위가 556.0 ~ 880.7 MPa이다. 

Table 1. Summary of collected test data on     

         welded hemi-spheres 

4.2. 설계식의 유도

새로이 유도한 설계식은 Merchant-Rankine 공

식, 식(6), 을 그 근간으로 삼았다. 이 공식은

식(6)에서 알 수 있듯이 탄성좌굴과 항복의 2

차 결합으로 붕괴압력을 추정하고 있다. 

      (6)

여기에서

        : 강도저하계수 (knock-down factor)

용접된 모델 그대로를 실험한 31개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실험 모델에 대한 강도저하계수

를 구하고 이에 대한 회귀분석 해석을 하여 

얻은 강도저하계수의 식은 는 식(7)과 같다.   

  ⋅  
     (7)

그리고 용접하여 제작한 후 열처리를 하여 잔

류응력을 제거한 27 개의 모델에 대한 강도저

하계수는 식(8)과 같다.

   ⋅  
    (8)

  용접하여 그대로 실험한 모델의 붕괴압력과 

이를 위한 설계식, 식(6)와 식(7), 으로 추정한 

붕괴압력의 비 (Xm)를 여러 설계변수에 대해 

나타낸 것을 Fig. 8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변수에 대한 

편향성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설계식이 

여러 설계변수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

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두 개의 모델이 다른 

것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

다. 이 모델은 Cho et al. (2005)이 수행한 모

델 HS-3과 HS-5로 초기변형이 상당히 큰 모델

이다. 새로 유도한 설계식에서는 이와 같이 

초기변형이 큰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

다. 이 모델에 대한 계측된 초기변형을 고려

한 수치해석 결과 (Cho et al., 2009)에 의하면 

HS-3 모델은 실험값과 매우 근접 값을 얻을 



no. of

data

New

eqn
BS ABS DNV

As-

welded 

31

mean 0.977 0.932 1.261 0.846

COV 14.1% 14.3% 19.3% 12.6%

29*

mean 1.003 0.958 1.296 0.868

COV 9.8% 10.3% 14.0% 9.4%

stress- 

relieved
27

mean 0.999 1.021 1.380 0.922

COV 13.0% 13.9% 18.8% 11.7%

수 있으나 HS-5 모델은 여전히 실험 결과가 

상당히 낮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a)

                     (b)

                     (c)

Fig. 8 Plots of Xm against design variables 

      (a) pe/pY (b) R/t (c) E/


   

4.3. 설계식의 비교

새로 유도한 설계식을 BS5500, ABS 및 DNV

의 설계식과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검토하였

다. rm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design formulation with those of others

 note * excluding two test models (HS-3, HS-5)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용접한 그대로 실

험한 31 개 모델의 경우 새로 유도한 식, 식

(6)과 식(7), 은 Xm의 평균이 0.997이고 COV

는 14.1%로 다른 식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앞에서 언급한 초기 변형이 큰 두 개의 모델

을 제외하면 평균과 COV는 각각 1.003과 

9.8%로 상당히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반구 모델에 대한 수

압붕괴실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참고

문헌에 제공된 잠수함 반구 구조의 붕괴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반구의 붕괴압력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설계식은 기존의 다른 설계식에 비해 추정의 

정확도가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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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스팟 응력을 이용한 요트 알루미늄 마스트 러그의 피로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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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Strength Assessment for Lug of Yacht Aluminium Mast Using Hot Spot Stress

1Ji-Sun Roh(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Myung-Hyun Kim(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Recent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come and quality development of life, a variety of leisure boats and 

facilities has been invigorated. So interests about development of design and the production technology have been 

increased. However, research & development about yachts has been neglected due to its situation that market of 

domestic leisure ships is in level of beginning. Also, skill of technology lags behind compare to advanced countr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valuate the local strength of yacht. In case of accident of yacht, the major failure region 

is a connection between mast and deck or lug of mast. This paper deals with the fatigue strength assessment for lug 

of yacht's mast using hot spot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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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소득증가에 따라 해양레저가 활

성화 되었다. 따라서 해양레저의 꽃인 요트(yacht)에 대한 설계 

및 생산 기술개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레저선

박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레저선박의 연구개발이 거의 도

외시되고 있으며 레저 산업과 관련된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

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조안전성에 관한 규정 

및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기술개발의 실적이 

없어 여러 가지 강도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Ji et al. 

2010)

요트와 같은 소형 선박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국부강도

의 평가이다. 특히, 요트 사고의 경우, Fig. 1와 같이 마스트

(mast)  및 마스트의 선체 연결부, 마스트를 지지하는 각종 리깅

(rigging)류의 국부 손상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명 및 경제적 손실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 

Fig. 1 The failure of mast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40ft급 해양 레저 요트의 구조취약부

인 마스트의 러그(lug)에 대하여 핫 스팟 응력(hot spot stress)을 

이용하여 피로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2는 마스트에 부착

된 러그의 실제 형상이다.

Fig. 2 Lug of Mast 

2. 핫 스팟 응력

용접 구조물의 피로 파괴는 응력이 집중되는 용접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때, 용접부의 기하학적 형상 및 용착부와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 HAZ)의 기계적 특성 변화에 따라 응력집

중부에서의 응력은 비선형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

한 응력을 추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응력집중부로

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부분에서의 응력을 선형 외삽

(linear extrapolation)하여 계산된 핫 스팟 응력을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로수명곡선을 통해 실제 피로시험을 실시하

지 않고 피로 수명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핫 스팟 응력을 바

탕으로 한 방법은 피로 해석을 수행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설계

가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Niemi의 방법을 적용하여 식(1)

을 이용하여 핫스팟응력을 구하였다.(Niemi, 1999)

0.5 1.5
1.5 0.5

HSS t t
σ σ σ= −                         (1)

(여기서, 는 부재두께 0.5t에서의 응력이며 는 부재

두께 1.5t에서의 응력)

응력집중이 발생하는 용접끝단부에서의 최대응력 는 다

음과 같이 응력집중계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 SCF)와 

공칭응력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peak nom W S nomSCF SCF SCFσ σ σ= × = × ×       (2) 

여기서 용접끝단부에서의 응력집중계수는 다시 비드형상 자체

에 의한 응력집중계수(SCFW)와 구조형상변화에 따른 구조적 응

력집중계수(SCFS)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핫 스팟 응력은 구조

적 응력집중계수만 고려하는 것으로서 다음식과 같이 정의된다.

hot S nom
SCFσ σ= ×                                    (3)

3. 공칭응력 기준 S-N 선도의 도출

3.1 시험편 형상 및 치수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알루미늄 마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Al 6061이며 기계적 특성 및 화학 조성은 다음의 Table 1, Table 

2과 같다. 



Yield strength   276MPa

Tensile strength   310MPa

Modulus of elasticity  68.9GPa

Poisson's ratio 0.33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l 6061

Al  95.8~98.6%

Cr 0.040~0.35%

Cu  0.15~0.40%

Fe        0.70%

Mg  0.80~1.20%

Mn        0.1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Al 6061

실제 조건과 동일하게 마스트와 러그 구조의 결합에는 

TIG(Tungsten Inert Gas) 용접이 사용되었다. 다음 Fig. 3, Table 

3에 시험편의 치수 및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3 Dimension of specimen

Plate Lug  

Thickness     4mm Thickness     12mm

Length   300mm Length    130mm

Breadth    10mm Radius     12mm

Table 3 Dimension of specimen

3.2 시험 장치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선체

용접강도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량 ±50ton의 축인장/압축 

유압 서보 피로 시험기를 사용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 

시험기의 주요 제원 및 사진은 Table 4, Fig. 4에 각각 나타내었

다.

 

Specifications

Maximum load capacity ±50ton

Maximum displacement ±125mm

Frequency range 0.001~50Hz

Control mode Displacement/Load

Table 4 Fatigue test machine performance

Fig. 4 Fatigue test machine

피로시험 방법은 하중제어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피로 하중의 

파형은 정현파이며, 응력비는 0.1로 편진 상태가 되도록 최고 하

중과 최저 하중을 설정하였다. 피로시험 조건은 Table 5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Load pattern Sine wave

Frequency 2~10Hz

Stress ratio 0.1

Table 5 Fatigue test condition

시험편이 양단 분리되는 순간을 파단 시점으로 정의하였으며, 

최대 2×10
6
cycle에서 미파단 시편이 발생할 때까지 실험을 진행

하였다.

3.3 피로시험 결과

공칭응력 27~135MPa, 응력비 0.1, 주파수 3~6Hz의 피로시

험 조건에서 총 10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

다. Table 6에 피로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5개의 시험편이 

용접 토우부에서 파손이 일어났으며, 3개의 시험편은 피로한도를 

넘었다. Fig. 5에 파단 된 시험편 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7 FE(Finite Element) model

Test
Nominal Stress

range[MPa]
Nf[Cycle] 파손위치

#1 135 7,650 Toe

#2 90 35,726 Toe

#3 45 390,067 Toe

#4 27 2,000,000 -

#5 36 2,000,000 -

#6 42 2,000,000 -

#7 67.5 120,317 Toe

#8 112.5 16,360 Toe

#9 T.B.C. - -

#10 T.B.C. - -

Table 6 Fatigue test results

Fig. 5 Fracture surfaces

Fig. 6은 피로실험 결과인 공칭응력 피로 선도를 나타낸 것이

다. 피로한도는 42MPa로 나타났다.

 

Fig. 6 S-N data based on nominal stress range

4.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SCF 계산

4.1 해석 모델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상용프로그램인 MSC. Patran/Nastra

n을 이용하여 시험편을 쉘(Shell)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사용된 

쉘 요소와 절점의 수는 각각 2585, 2950개이고 각 요소의 크기

는 4×4mm이다. 피로시험과 동일한 경계 조건에서 2ton의 인장

하중을 작용시켰다. 한쪽은 인장하중을 길이방향으로 가하고 나

머지 자유도는 구속하였고, 반대쪽은 모든 자유도에 대하여 구속

하였다. 

4.2 핫 스팟 응력 및 SCF 계산

해석결과, 러그 구조와 마스트의 연결부에서 최대 응력이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응력이 높게 분포하는 지

점은 다음 Fig. 7의 A와 B 지점이다. 

Fig. 8과 같이 A, B 지점에 대해 각각 1.5t, 0.5t 지점의 응력

을 선형적으로 외삽하여 핫 스팟 응력을 계산하였다.

Fig. 8 Hot spot stress directions

SCF 계산 결과, B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결과는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손위치가 항상 

B인 것과 일치한다. 다음 Table 7에 각 핫 스팟 위치 A, B에 따

른 핫 스팟 응력 값과 SCF 값을 정리하였다.



A B

Nominal stress 49MPa 49MPa

Hot spot stress 64.45MPa 67.75MPa

SCF 1.315 1.383

Table 7 Hot spot stress and SCF on hot spot location

5. 핫 스팟 응력 기준 S-N 선도의 도출

Fig. 9 S-N data based on hot spot stress

본 연구의 시험편과 같은 형상의 알루미늄 용접부의 피로수명

을 산정할 경우, FAT 40 디자인 선도와 비교할 것이 추천되고 

있다(IIW document, 2003). 따라서 위의 과정에서 계산된 핫 스

팟 응력을 바탕으로 그에 해당되는 피로수명을 FAT 40 디자인 

선도와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FAT 40 보다 

비교적 낮은 수명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요트 마스트의 러그에 대한 핫 스팟 응력 기준 

S-N 선도를 도출하였다.

(1) 피로시험 결과 균열이 발생하여 진전한 위치는 SCF의 값

이 큰 위치와 용접토우부로 일치하였다.

(2) 해석적으로 SCF를 구함으로써 별도의 피로시험을 수행하

지 않고서도 공칭응력 기준 S-N 선도를 이용하여 피로수명의 예

측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3) 핫 스팟 응력 기법을 사용한 경우, 결과가 전반적으로 

FAT 40보다 낮은 수명을 나타내었으므로 구조물이 취약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접부의 그라인딩이나 용접법 개선으

로 피로강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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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s contents are structural design for submarine's pressure hull structural strength to secure a stable. The 

most stable for at least the surface of the pressure hull is sphere. Speed   on the hydrodynamic aspects of the vessel, 

the efficiency and production of space, because of the cylindrical structure is applied against. The material of the 

pressure hull HY100 was used for weight loss. Submarine pressure hull is composed of several different structural 

elements. This failure mode is complex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ponents should be reviewed.. In this study, 

designed the submarine pressure hull structure design of the core driven mainly Approximation, Empirical, FEM analysis 

was verified in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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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Characteristic
Value

LOA 45.5 m

Beam 5.4 m

Depth 4.5 m

Surface 

Displacement
528.3 ton

Table 1 Specification of submarine

Fig. 2 Depth level of each country's 

submarine

1. 서 론

본 연구는 몰수체의 압력선체의 안정적인 구조강도를 확보하

기 위한 구조 설계를 내용으로 한다.  첫 단계로 압력선체 형상

을 결정하고 이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 한다. 최소 표면적에 대해 

가장 안정적 압력선체 형상은 구(sphere)이지만 속력에 대한 용

기의 유체동역학적 측면, 공간의 효용성 및 제작성의 불리함으로 

인하여 원통형 구조를 적용한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 강도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12.1 64bit를 

사용한다.

2. 해석 모델

2.1 주요제원

몰수체의 압력선체에서 밀폐된 내부 공간이 대기압 상태로 유

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중으로 잠수를 하면 잠수 심도에 비례

하는 수압을 받게 되며,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차이인 차압

(difference pressure)을 압력선체의 구조물이 지탱해야 한다.  

몰수체의 압력선체는 일반적으로 Fig. 1과 같이 구형 외판

(spherical shell) 또는 근사타원형 외판(torispherical shell)으로 

양쪽 끝단이 막힌 원통형 또는 원추형 외판에, 원형 보강환(ring 

stiffener)으로 보강된 구조이다.

Fig.1 General type of submarine pressure hull

 아래의 Table 1은 Fig. 1에 바탕을 둔 설계된 몰수체의 제원

이다.

2.2 설계 수심

몰수체 수심 등급은 몰수체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의 중에 하

나이다. 몰수체의 수심 등급은 아래의 4가지가 있다.

� 최대 운용 수심(maximum operating depth 또는

never-exceed depth)

� 시험 수심(test depth): 정상 상황(normal time) 하에 운항이 

허용되는 최대 수심, 해상시운전(sea trials)동안 테스트 되는 

수심.

� 설계 수심(design depth): 건조 사양서에 기록된 공칭

(nominal) 수심, 선각 두께 계산, 배수량 등을 계산하는 기

준.

� 파괴 수심(crush depth 또는 collapse depth): 이론적으로 압

력선체가 압괴되는 수심.

일반적으로 시험 수심은 최대 운용 수심의 1.25배이며, 설계 

수심은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설계 수심은 최대 운용 수심에 비해 최대 2.5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몰수체의 최대 운용 수심은 250m이며,  

설계 수심은 480m로 하였다.

2.3 압력선체 재질

몰수체의 압력선체 재질은 용접성 등을 고려하여 HY 80 고장

력강을 주로 사용하지만, 중량 감소를 위해 HY 100 고장력강 또

는 티타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탄소복합재로 외판을 제작하

는 경우, 진원도 유지가 쉽고 중량이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탄성계수 값이 적고 항복응력 훨씬 이전에 비선형적

인 특성을 크게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압력선체의 재질로 알루

미늄 합금재, 스테인리스 스틸인 오스테나이트계 합금재 또는 탄

소복합재를 사용할 경우,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탄성비

선형(inelastic) 현상이 발생하므로, 좌굴강도 해석 시에는 이들 



Density
Tensile 

Strength, Yield

Modulus of 

Elasticity
Poisson's Ratio

7.87 kg/cm
3

7,030 kg/cm
2 2.1 × 106 

kg/cm
2 0.280

Table 2  Properties of HY100

재료의 비선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선의 설계 수심이 250 m로 선정했기에, 중량 감소를 위

해 압력선체 재질로 HY100을 사용하였다. HY100의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3. 파괴 모드 

몰수체 압력선체는 여러 가지 구조부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파괴 모드가 복잡하고, 구성 요소간의 상호작용은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중 압력선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항목은 외판 

항복에 의한 파괴와 좌굴에 의한 파괴이다.

3.1 좌굴의 종류

몰수체의 압력선체는 일반적으로 내부 공간을 넓히기 위해 긴 

원통형(long cylinder) 형상으로 설계하므로 좌굴에 매우 취약하

다. 좌굴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판의 두께를 증가시키더라도 압

력선체의 중량만 증가할 뿐 좌굴 강도의 증가에는 큰 효과가 없

으므로 보강환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압력선체의 진원도

(original circularity)에 이상이 있을 경우, 외판이나 보강환에 굽

힘 응력이 유발되기 때문에 대칭성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좌굴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좌굴 모드는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외판 축대칭 좌굴(shell 

axisymmetric buckling), 외판 비대칭 좌굴(shell asymmetric 

buckling), 전체 좌굴(overall buckling) 그리고 끝막이판 좌굴

(end closer buckling)이 있다.

외판 축대칭좌굴(shell 
axisymmetric buckling)

외판 비대칭좌굴(shell 

asymmetric buckling)

전체좌굴(overall 
buckling)

끝막이판 좌굴(end 
closure buckling)

끝막이판 좌굴(end  
closure buckling)

Fig. 3 Type of buckling mode

① 외판 축대칭 좌굴

외판이 비교적 얇고 보강환 간격이 좁은 경우에 보강환 사이

에서 외판의 항복에 의해 Fig.4와 같이 축대칭의 아코디언

(accordion)형의 주름이 발생하면서 파괴되는 현상이다.

Fig. 4 Axisymmetric shell buckling

② 외판 비대칭좌굴

보강환 간격이 넓고 외판이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에 외판의 

불안정에 기인하여 Fig. 5처럼 원주방향으로 불규칙한 로브

(lobe)가 발생하며 파괴되는 현상이다.

Fig. 5 Asymmetric shell buckling

③ 전체 좌굴

강성이 큰 보강재 사이의 간격이 넓고 보강환의 강도가 비교

적 약할 때, 강성이 큰 보강재 사이에서 외판과 보강환이 동시에 

좌굴되면서 파괴되는 현상으로서, 몰수체 압력선체와 같이 긴 원

통형으로 설계된 구조물은 Fig. 6와 같이 전체 좌굴이 타 파괴모

드에 비하여 먼저 발생한다.

Fig. 6 Global buckling

④ 끝막이판 좌굴



구형외판이나 근사타원형외판(torispherical shell)의 두께가 얇

아서 발생하는 파괴현상이다.

3.2 파괴 모드 이론 해석

① 외판 항복

보강환 사이의 외판 중앙부에 발생하는 원주방향 응력 σ φ  

와 길이방향 응력 σ
x

는 식 (1), 식 (2)와 같이 표시된

다.(von Sanden & Gunther, 1952)

 



  ±
         (1) 

 

 


   (2)

� t : 외판의 두께

� R : 외판이 중앙면의 반경

� p : 외부압력

� Γ : 보강환의 처짐계수, 

� HM, HE : 국부 보강환이 외판의 중앙에 미치는 굽힘 효과를

표시하는 초월함수

초기설계단계에서는 외판이 탄성한계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보강환 및 외판의 처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식 (1)과 식 (2)를 단순화하여 σ φ 와 σ
x

에 대한 

근사값을 식 (3),식 (4)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근사식으로 계산할 

경우, 식(1),식 (2)에 비하여 약 10-15%의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3)






  

                         (4)

 ② 축대칭 좌굴

보강환 사이의 원통형 외판에서 발생되는 축대칭 좌굴에 대한 

좌굴압력은, 식 (5)와 같이 표시 가능하다( Lunchick ,1961).

  
  


 

 




×





 




 

 





(5)

초기설계단계에서는 외판이 탄성한계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설

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보강환 및 외판의 처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식 (5)를 단순화하여 식 (6)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0-15%의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6)

③ 비대칭 좌굴

비대칭 좌굴은 보강환의 간격이 넓어 외판의 두께가 상대적으

로 얇을 경우 발생하며, 좌굴 압력은 보강환 간격과 직경의 비

(L/D) 및 외판의 두께와 직경의 비(t/D)에 지배된다. 초기설계단

계에서는 식 (7)과 같은 식을 이용할 경우 충분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Windenburg ,1934).

  
    

  

≃
  

  

         

      (7)

알루미늄 합금이나 탄소복합재의 비대칭 좌굴 강도를 해석 시

에는 발생응력에 해당되는 E t
(E tangential) 값을 구하여, E 

값에 대입하여야 보다 정확한 p cr  값을 얻을 수 있다. 보강환 

간격과 직경의 비(L/D)가 매우 큰 원통형 판각에 대한 p cr  값

은 식 (8)과 같은 식을 이용할  수 있다(Bresse & Bryant, 1954).

  
  

  
(8)

④ 전체 좌굴

전체 좌굴에 대한 해석은 식 (9)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p cr  

값을 얻을 수 있다(Bryant, 1954).

  


  











  



  

 









   






 

      (9)

 

초기설계단계에서는 식 (9)를 보다 간소화한 식 (10)의 근사식

을 이용할 경우, 전체 좌굴에 대한 유용한 p cr  값을 얻을 수 

있다.

     






 
(10) 

⑤ 끝막이판 좌굴

작은 탄성변형에 기초를 둔 Neut(1932)의 이론을 적용할 경우 

비대칭 좌굴모드에 대한 좌굴 압력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 실험

을 통해 얻은 결과는 식 (11)로 추정한 결과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면서 매우 넓게 분포한다(Neut, 1932).

  
  


 

 


(11) 

⑥ 보강환의 좌굴

원통형 외판의 보강환 좌굴은 n(좌굴반파수 또는 로브수)이 

작은 경우, Föppl의 근사식을 이용하면 유효한 p cr  값을 얻을 

수 있으나, 보강환 사이의 외판변형을 고려한 타 이론식보다 큰 

p cr  값을 나타낸다.



Length Diameter
Shell 

thickness

Kkeutmakyipan 

thickness

3,600 cm 440 cm 1.8 cm 4.5 cm

Table 3 Dimensions of the pressure hull

Kind of steel
Web

length 

Web

thickness

Flange 

length

Flange 

thickness

Frame 

distance

Ring stiffener 18.5 cm 1.2 cm 12 cm 1.8 cm 44 cm

King frame 30.0 cm 1.8cm 18 cm 4.5 cm 440 cm

Table 4 Dimensions of Reinforcement
     







 
(12) 

4. 근사식에 의한 구조강도 계산

4.1 압력선체 모델

압력선체는 Fig. 7과 같이 단면 형상이 변하는 cylinder형으로

했다. 단면의 직경은 최소 266cm, 최대 440cm이며, 끝막이판 

형상은 대반경(crown radius) 440cm, 소반경(torus radius) 

60cm를 갖는 근사타원형이다.

Fig.7 Pressure hull

.

 

외판의 주요 치수는 Table 3과 같이 원통형부 외판 두께 

1.8cm, 끝막이판 두께 3.5cm이며, 재료는 HY 100 고장력강이

다. 보강재는 외판에 44cm 간격으로 HY 100 보강환이 설치되어 

있으며, 440cm 간격으로 HY 100 강력 늑골(king frame)이 설치

되어 있다. 보강재의 형상은 Fig. 8과 같고, 치수는 Table 4와 같

다.

Fig. 8 Reinforcement shape

4.2 외판 항복응력 

식 (3),식 (4)의 근사식에 따르면 σ φ  값이 σ
x

 값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σ φ 가 항복 응력 σ
y

보다 작으면 외판 

항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원주방향 응력 σ φ 는 식 (13)으로 계

산되며, 설계 수심 480m에서의 수압을 근사적으로 48 kgf/cm
2
 

이라고 하면, 외판에 5,867 kgf/cm
2
의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 있

다. 이 값은 HY 100의 항복응력보다 작기 때문에 외판 항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

 

(13) 

  

4.3 축대칭 좌굴압력 

축대칭 좌굴압력의 근사식 식 (6)으로 압력선체의 축대칭 좌

굴압력을 계산하면, 식 (14)와 같이 170.2 kgf/cm
2
의 외부 압력

에서 축대칭 좌굴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설계 수심에서

의 수압이 48 kgf/cm
2
이므로 축대칭 좌굴은 발생하지 않는다.

  
  


 

 



  

×× 
 



   

(14) 

4.4 비대칭 좌굴압력 

비대칭 좌굴압력을 식 (7)의 근사식으로 계산하면, 식 (15)와 

같이 82.1 kgf/cm
2
으로 계산된다. 이 값도 역시 설계 수심에서의 

수압이 48 kgf/cm
2
을 넘지 않는다.

  
  

  




 × 
×× ×

   

     (15) 



4.5 전체 좌굴압력 

압력선체의 구조를 plate-stiffener(beam) combined model로 

보면, Fig. 9와 같이 보강환과 외판이 T-bar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강환의 frame 간격은 44 cm이지만, 단면 관성 

모멘트(area moment of inertia) 계산을 위한 외판의 유효길이 

는 식 (16)으로 구할 수 있다.

  ××

 ××  

(16)

Fig. 9 Type of T-bar

�   : 외판의 유효 길이

� t : 외판의 두께

�   : web의 높이 

�   : web의 두께 

�   : flange의 길이

�   : flange의 두께

 단면적의 유효 면적 는 식 (17)과 같이 계산되고, 외판 

바깥면으로 부터 단면적의 중립축까지의 거리 는 식 (18)로 

구할 수 있다.

   

    

(17) 

 
  

  
     


  

      

(18) 

식 (19)와 같이 단면 관성 모멘트 의 계산 시, 외판과 

flange의 두께, 와 의 값은 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와 

의 세제곱은 단면 관성 모멘트의 값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다. 그러므로 식 (20)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고, 식 (21)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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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기에 좌굴반파수 n을 2라 하면, 전체 좌굴압력은 식 (22)와 

같이 계산되며, 그 값 94.9 kgf/cm
2
은 설계 수심에서의 수압이 

48 kgf/cm
2
보다 더 크므로 전체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다.

4.6 끝막이판 좌굴압력 

끝막이판 좌굴압력은 반구형(hemisphere)일 때, 식 (23)과 같

이 계산된다.

  
  


 

 



  

×× 
 



   

(23)

4.7 강력늑골의 좌굴압력 

강력늑골의 좌굴은 보강환의 좌굴과 계산 방법이 같다. 강력

늑골의 유효길이는 식 (24)와 같이 46cm으로 나오고, 단면 관성 

모멘트 는 식 (25)에서와 같이 구해진다. 좌굴압력은 식 (26)

에서 값이 63.2 kgf/cm
2
이므로 48 kgf/cm

2
보다 크기 때문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다.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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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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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4.8 경험식에 의한 원통형 외판 파괴 압력 

보강환으로 보강된 원통형 외판의 무차원화된 파괴예측 ψ-λ

도표에서 x-축의 값인 λ는 식 (27)과 같이 계산되고, 식 (28)로

부터 ψ를 구할 수 있다. ψ를 식 (29)에 대입하면, 원통형 외판의 

파괴압력은 58.7 kgf/cm
2
로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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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9 끝막이판 좌굴압력 

반구형 끝막이판의 좌굴압력이 식 (30), 식 (31) 4과 같이 계

산되면, pcr과 ps의 비는 3.7이 되며, 근사타원형 끝막이판의 무

차원화된 pc/ps - pcr/ps 도표로부터 pc/ps값은 0.54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식 (32)와 같이, 설계에 권장되는 좌굴 압력은 

155.3 kgf/cm
2
로 계산된다. 이 값은 식 (33)에서 구한 값보다 현

저히 작은 값이지만, 설계 수심에서의 수압이 48 kgf/cm
2
 보다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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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한 요소법에 의한 해석

5.1 해석 조건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FEM 구

조해석을 위하여 Fig. 10과 같이 3차원 해석모델을 생성하였다. 

모델링은 상용 모델링 프로그램인 Autodesk Inventor를 이용하

였으며, HY 100 재질의 특성을 적용하였다.

Fig. 10 3D Model of pressure hull

압력선체 모델의 mesh는 구조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각형 요소(Uniform Quad Method)를 사용하였고, 부재 연결부

위의 Mesh 뒤틀림이나 비율, 평면도 등을 고려하여 생성하였다. 

해석상 요구되는 mesh의 세분화 정도는 구조 전체의 특성을 잘 

표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부재간의 연결효과나 외판에 연결된 

강력늑골, 보강환과 같은 국부적인 효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외판과 강력늑골, 보강환의  연결 부위에 요소를 

좀 더 조밀하게 생성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해 생성한 mesh는 

Fig. 11과 같다. 생성한 FEM 모델의 해석 조건은 Table 5와 같

다.

Fig. 11 Mesh generation for Structural Analysis



Item Analysis result

Eigenvalue 2.8205

Critical bucking 

loads
13.54 MPa

Table 7 Buckling strength analysis by FEM

비교 값
HY 100 

Steel

Summation 

value

Deformation Max. ㅡ 32.66 mm

Von-Mises Stress Max. 689 MPa 677.54 MPa

Table 6  Stress and strain analysis by FEM 

Item Contents

3D modeler Autodesk Inventor

Analysis tool Ansys Workbench

Mate

-rial

Name HY 100 steel

Yeild 

Stress
689 MPa

Young's 

modulus
205 GPa / 2,100,000 kgf/cm

2

Poisson 

ratio
0.3

Design pressure 4.8 MPa

The number of 

nodes
230,160

The number of 

element
186,842

Table 5 Analysis conditions

5.2 FEM에 의한 외판의 응력 및 변형량 해석

압력선체에 4.8 MPa의 설계 압력을 가하여 해석한 결과는 

Fig. 12, Fig. 13과 같다. Fig. 12는 변형량을 나타낸 것이다. 끝

막이판에서 다소 많은 변형이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변형이 20 

mm 이하로 보인다. Fig. 13은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Table 6에 보였듯이, 응력 값이 가장 높은 끝막이판 부분에서도 

재료의 항복 응력을 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Fig. 12 Deformation in design pressure 4.8 Mpa

Fig.13 Stress distribution in design pressure 

4.8MPa

5.3 FEM에 의한 좌굴강도 해석

좌굴 해석은 비선형 해석이므로 탄성강성행렬과 기하강성행렬

을 함께 구성하게 된다. 즉, 일정한 변형상태에서의 구조물의 정

적 평형방정식은 식 (33)과 같다. [K]는 구조물의 탄성강성행렬, 

[KG]는 구조물의 기하강성행렬, {U}는 구조물의 전체변위, {P}

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다.

  
   (33)

식 (33)에서 기하강성행렬을 하중계수와 단위하중을 받고 있

는 구조물의 기하강성행렬의 곱으로 나태내면 식 (34)와 같게 된

다. 여기에서, λ는 임계하중계수이고, KG는 단위하중을 받는 구

조물의 기하강성행렬이다.






 (34)

평형방정식에서 구조물에 불안정이 발생하려면, 식 (34)는 특

이해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행렬식 [K+λKG]가 영(zero)이 되어

야 하므로, 좌굴 해석은 고유치(Eigenvalue) 문제가 된다.

FEM 좌굴해석(고유치 해석)을 통해 산정된 고유치

(Eigenvalue)는 부재에 가해진 하중의 임계계수로서 좌굴하중을 

나타내며, 고유모드는 부재의 좌굴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 FEM 

모델 생성(Mesh)은 구조해석(최종강도)에서 생성한 것을 이용하

였으며, FEM 좌굴해석 시 Pre-stress로 FEM 구조해석(최종강도) 

결과 값을 입력하여 해석하였다. FEM 좌굴해석을 통해 얻은 고

유치(Eigenvalue)는 Table 7과 같으며, 이는 고유치(Eigenvalue)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최초 임계좌굴하중을 나타낸다.

임계좌굴하중이 압력선체에 작용했을 때의 응력과 변형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계좌굴하중 값을 적용하여 응력 및 변형량 

해석을 다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4, Fig. 15 와같다.



Comparison value HY 100 Steel Simulation value

Deformation Max. ㅡ 91.76 mm

Von-Mises Stress 

Max.
689 MPa 1691.6 MPa

Table 8 Stress and strain in the critical buckling load 

analysis

Item

Value

Note
MPa

kgf/

cm2

Stress

Yield stress 

of material
689

7,03

0
Design Criteria

Tensile 

stress of 

surface plate 

in design 

575.

4

5,86

7

approximate 

expression

Table 9 Results of pressure hull structure analysis

pressure

Stress by 

FEM stress 

analysis

max. 

677.

5

6,90

9
FEM

Pressure

Design 

pressure
4.80

abt. 

48
Design Criteria

Shell yield 

stress 5.63 57.5 Material limits

Reinforced 

cylindrical

 Destruction 

of the shell 

pressure

5.76 58.7
Experimental 

equation

Axisymmetric 

shell

 Buckling 

pressure

16.7
170.

2

approximate 

expression

Axisymmetric 

shell

 Buckling 

pressure

8.05 82.1
approximate 

expression

Overall 

buckling 

pressure

9.3 94.9
approximate 

expression

Kkeutmakyip

an

 Buckling 

pressure

104.

3

1,06

3.5

approximate 

expression

15.2
155.

3

Experimental 

equation

Ribs 

buckling 

pressure

5.76 58.7
approximate 

expression

FEM analysis 

of the 

buckling 

pressure

13.5

4

138.

1
FEM

Fig.14 displacement of 13.54 MPa at the critical 

buckling load 

Fig. 15 Stress distribution of 13.54 MPa at the critical

buckling load 

Fig. 14를 살펴보면, 설계 압력에서 20 mm 내로 나오던 변형

량이 끝막이판을 제외하고도 40 mm 가까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15는 대부분의 범위(빨간색)에서 재료의 항복 응

력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력 늑골과 직경이 작아지는 

선미부와 중앙 부분에서 일부 보강환의 응력이 재료의 항복 응력 

내에 있으나 근사식으로 계산한 좌굴 압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5.4 압력선체에서의 구조 해석 결과

지금까지 계산한 구조해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6.결론

본 연구에서는  몰수체 설계의 핵심 관건인 압력선체 구조 설

계가 근사식, 경험식, FEM 해석을 병행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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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누수시 glass wool 내부에서의 유동특성 

및 열적 고찰에 대한 연구 

 

최성웅(서울대학교), 김무선(현대자동차), 노정우(서울대학교), 

손기주(서울대학교), 김민호(서울대학교), 이우일(서울대학교) 

 

요 약 

 

최근에 개발된 LNG 선은 다양한 지형의 해역을 항해함에 따라 여러 외부조건의 영향에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위험요소의 고려는 필수적이다. 그 중 

내, 외부 충격에 의한 insulation box 내부의 손상은 LNG 의 누수를 일으켜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열적 고찰이 필수적이다. 특히 LNG 가 누수 

되었을 때 porous 한 구조인 glass wool 에서의 누수에 따른 압력변화와 LNG 유동 파악은 

hull 부분에 LNG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glass wool 내부에서의 LNG 누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LNG 

누수량과 누수압력에 대해서 glass wool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와 여러 유동특징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hull 부분에서는 크랙의 형태와 누수량에 대한 온도분포를 

transient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고밀도 레이저 용접에 의한 버트 접합부의 잔류응력해석

장성(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장현(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황세윤(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병종(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In order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laser welding melted. Through the heat conduction and thermal deformation 

plate heat elastic-plastic explain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FEM) for 3D nonlinear heat conduction explanation. 

Experiments to achieve a good welding process and result. On the heat distribution, thermal deformation and residual 

stress three aspects to conduct an investigation. Eventually, Using finite element to the welding deformation forecast. 

Should look to build hot delivery and hot elastic-plastic explanation. And So that the needs of various processing. 

Combined with welding predecessor essence. For a good prediction performance to verify and review. And to get the 

last occurrence good result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hickness

(mm)

Specimen 

dimensions

(mm)

Power(W)
Velocity

(mm/min)

4 150 X 300 2000 300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of Laser welding

1. 서 론

고밀도 에너지를 가지는 레이저 용접방법은 작은 면적에 대해 

높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항공, 자동차 등 주로 박판 접합

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레이저 용접은 좁은 용접비드와 열 영향

부를 가지고, 빠른 용접속도 및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

에 여러 산업체에서 제조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레이저에 의해 국부적으로 가열된 판재는 

과도한 열응력에 의해 비선형 변형이 발생 되고, 용접부에 잔류

응력이 남게 된다. 이러한 잔류응력은 판재의 균열 및 변형, 좌

굴강도, 피로강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두께가 얇

은 박판의 경우 용접에 의한 과도한 변형은 제품 치수의 정밀도

를 떨어지게 하며, 이를 교정하는 데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하게 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Kwon, et al., 

2009). 따라서 이러한 레이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들을 예측하여 제품 설계 및 장비 구축 시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로, 현재까지는 레이저 

용접에 대해 주로 실험에 기초를 두고 다양한 변수에 따른 용접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실험에 의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레이저 용접을 모사하고 다양

한 용접 변수를 바꿔가며 실험 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의 유한요

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석 결과를 기존에 연구된 실

제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 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2. 3차원 유한요소 해석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레이저 용접의 해석을 수행하

였다. 용접 열원은 3차원 열원 모델 중 goldak's double 

elipsoidal shaped weld heat source를 사용하였고 실제 실험한 

용접 단면을 통해 열원의 형상변수를 결정 하였다. 또한 온도 의

존성을 갖는 열전달 재료 특성을 반영하고, 소성영역에서의 재료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Von-Mises 항복 조건을 이용하였다.

2.1 유한요소 해석 모델

레이저 용접의 실험 자료는  Tsirkas. S.A.의 CO2 레이저 용

접 실험 결과를 사용하였다(Tsirkas, et al., 2005). 사용된 모재

는 AH36 강재이며, 재료의 화학성분은 Table 1과 같다. 용접 시

편은 가로 150mm, 세로 300mm, 두께 4mm의 판을 맞대기 용접

하였다.

C Cr Mn Ni Si V Al Cu S

0.13 0.026 1.42 0.01 0.35 0.06 0.03 0.02 0.01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H36 steel (%)

용접조건은 Table 2와 같이 빔 파워 2000W, 용접속도 

300mm/min으로 실험 하였다. Fig.1은 용접 진행 방향을 나타내

고 있고,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한 열 분포가 형성되는 열영향부만 세밀하게 요소를 분할하

였다. 이때 해석 모델의 크기는 실험 시편과 동일하다. Fig. 3는 

용접 후 발생된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한 2개의 LVDTs(Linear 

voltage displacement transducers)설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Tsirkas, et al., 2005).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butt welding process

Fig. 2 Finite element model for laser butt welding analysis



Parameter Value(m)

Width: a 3.0

Depth: b 3.0

Forward Length: Cf 3.0

Rear Length: Cr 3.0

Table 3 Parameters of laser heat source model

Fig. 3 Reference position of LVDTs during laser welding.

2.2 Laser 용접 열원 모델

Fig. 4에서는 레이저 열원 모델링에 사용한 이중 타원체 분포 

열원 모델(Goldak,et al.,1983)의 수치적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때 적용된 이동 열원 모델식은 식(1)와 같다(Rosenthal, 

et al.,1999).

Fig. 4 heat source model




 


 




  



  

   (1)

본 연구에서는 용접조건, 용융 깊이 등의 많은 변수의 영향 때

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 용접에 의한 열효율은 0.95라 가정하였

다. 이중 타원체 열원모델의 앞쪽과 뒤쪽에 투입되는 입열비 ff, 

fr는 식 (2)에서와 같이 정의되며 ff + fr = 2이다. a,b,cf,cr은 이

중 타원체 열원 모델의 형상변수이다.

 
 


  
 


                    (2)

열원 형상변수를 구하기 위해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을 통해 열영향부를 측정하여 구한 값을 아래 Table 3에 나타냈

고 실제 열영향부를 반영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비드 영역을 구

분 하였다.

Fig. 5 Weld pool from experiment investigation(Tsirkas, et 

al., 2005).

Fig 6. Model for laser butt welding analysis

2.3 경계 조건 및 재료 특성

경계 조건은 크게 레이저에 의한 입열 조건과 대류에 의한 냉

각 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입열 조건은 빔의 파워 및 속도, 열효

율 등이며, 냉각 조건은 먼저 자연 대류에 따른 상온의 공기와 

가열된 용접재료 사이에서의 열전달이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상온의 기준 온도는 20
o
C로 가정하였다. Rykalin는 용접 시의 대

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h)는 온도 변화에 따른 대류 냉각효과와 

복사 열 전달에 의한 냉각 효과를 동시에 포함한 대류 계수를 식 

(4)와 같이 제안하였다(Rykalin, 1974). 본 연구에서는 식 (4)를 

이용하여 대류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방사율은 0.9로 가정하여 

Fig. 7과 같이 대류계수가 온도의 함수로서 표현되도록 정의하였

다.



  ×                                    (4)

Fig 7. Heat convection coefficients(Hwang, et al., 2010)

  

 상온에서 용융점 이상의 고온까지 변화하는 용접 시 재료의 특

성(material property)는 이론적인 용접공정의 해석을 위해서 온

도에 따른 재료의 특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Base부에 사용한 AH32 강재의 재료 특성과 Filler부의 재료 

특성을 구분하여 온도의존성을 갖는 열전달 재료 특성과 기계적 

재료 특성을 아래 그림과 같이해서 반영하였다(Michaleris. et 

al., 1997). 소성 경화 모델은 비선형 등방 경화(non linear 

Isotropic hardening)조건을 적용하고 Von-Mises 항복 조건을 따

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식(5)에 나타냈다.

  

   

    
    

     (5)

Fig 8. 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 of base metal

Fig 9. Yield strength of the material of filler metal

Fig 10. Thermal material properties 

Fig 11. Variation of mechanical material properties with 

temperature: Young’s modulus (E), Poisson’s (ν),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



3. 해석 결과

Fig. 12는 용접 시작 후 14sec이 경과하여 레이저 빔이 해석 

모델의 중앙부를 통화할 때 용융부 및 온도분포를 보인 것이다. 

이때, 용접온도는 약 2,400
o
C로 해석되었다. 또한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ser 용접의 용융부가 실제 실험과 유사한 역 

종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 ~ 17은 시간에 따른 형상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Fig. 

17은 용접와 냉각 후 최종 변형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 변

형은 약 2.4mm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Fig 12. 14 sec of transient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3635 sec of the last temperature distribution.

Fig 13. Heat flux of laser welding

Fig 14. The 75 sec of laser weld deformed

Fig 15. The 140 sec of laser weld deformed

Fig 16. The 285 sec of laser weld deformed



Experiment 

Avg.
FEA result Deviation(%)

LVDT 1 1.697 1.604 5.5

LVDT 2 0.384 0.360 6.3

Table 4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distortion values(mm)

Fig 17. The last 3650 sec of laser weld deformed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레이저 용접을 수행한 후, 

측정 위치 LVDT1,2에서의 변형량을 Fig. 18에 나타냈다. 또한 

실험 시편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해석 모델 변형량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변형량을 기준으로 실험값과 해석결

과를 비교하였을 때 그 결과가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Displacements of plate to specimen number 

레이저 용접 시 국부적인 가열에 의해 온도의 불균일한 분포

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구속 때문에 열응력이 발생한다. 열응력

은 항복응력을 초과하여 소성변형을 하게 되고 냉각 시에는 수축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잔류응력이 남게 된다. 이러한 용

접부 잔류응력은 피로강도를 저하 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잔류응력의 수준과 경향을 해

석을 통해 예측하였다. Fig.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 

C~E 사이의 잔류응력을 조사한 결과, 최대 응력은 약 500Mp정

도 발생 하였으며, 전체적인 잔류 응력 분포는 일반적인 맞대기 

용접에서의 잔류 응력 분포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Sarkani,et 

al., 2000).

Fig 19. Inspection of residual stress line 

Fig 20. Distribution of C~D residual stress  

Fig 21. Distribution of C~E residual stress



4. 결 론

본 연구인 “고밀도 레이저 용접에 의한 버트 접합부의 잔류응

력 해석”에서는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MARC를 이용하여 레

이저 용접에 따른 변형 예측과 잔류응력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구축하였고 Tsirkas. S.A.의 CO2 Laser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H36 강판의 레이저 용접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열 해석 결과와 변형 결과가 실제 실험과 잘 일치

하는 열원 모델을 설계하였다.

2) 두께 4mm 시편의 맞대기 용접에서 2000W 조건인 경우, 

열영향부로 생각되는 온도 범위는 약 2000~2300
0
C 로 생각되며 

이때 온도 범위 폭은 약 0.5mm로 좁은 열영향부를 갖는 레이저 

특성과 잘 일치하였다.

3) 변위 측정 자기 센서를 이용한 변형량 측정 실험과 해석 결

과를 통한 변형량 차이는 약 5%로 잘 일치 하였고 최대 변형량

은 약 2mm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저 용접 시 초기에는 양 끝단

의 변위 차이가 불균일하게 나타나지만 상온으로 용접 시편이 냉

각 되고나면 변위 차이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잔류응력 해석 결과 최대 응력은 약 400Mpa 정도 발생하

고, 잔류응력의 분포는 일반적인 맞대기 용접의 잔류응력 분포와 

정성적으로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5) 실제 레이저 용접조건의 Parameter들을 수정하여 해석적 

방법에 반영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레이저 

용접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장비 구축 및 제품 개발 시 기초 자

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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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 구조물 점진적 손상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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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방사소음 감소에 우수한 감쇠 효과를 가지는 복합재료 수중운동체 추진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S-DYNA의 복합재료 모델 MAT_162(Composite_DMG_MSC)를 사용하여 탄소/에폭시 복합재료 시편실험을 통

하여 기계적인 물성치와 각 실험에서의 파손상태 및 손상기구를 파악하고 손상기준을 조정(calibration)함으로써 최적구조설계를 

위한 점진적 손상구조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량물 충격시험 결과도 같이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적층 복

합재료의 파손상태와 손상기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손상기준을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에폭시 복합

재료의 직물패턴, 적층수, 방향, 배치에 따른 시편과 구조물의 점진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역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복합재료 및 

수중추진기의 최적구조설계를 정도 높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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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 평블록 필렛 단속 용접의 변형 특성

김학성, 이주성(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이광석(STX조선해양)

Abstract

Welding is the fundamental process in manufacturing marine structures. Welding deformation is, however, inevitable 

due to non-uniform distribution of temperature during welding. The deformation due to welding is one of the principal 

obstacles in enhancing th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procedure of marine structures. And this should be much 

mor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case of thin blocks found in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ormation control of fillet welding of thin panel blocks. Up to the present, several methods for deformation 

control have been proposed. Welding tests and thermo elasto-plastic analysi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quantitative usefulness of applying methods to fillet welding of thin panel blocks. The results are 

compared from view point of the quantitative impact on the reduction of welding deformation.

keyword : deformation control method 변형제어방법, fillet welding 필렛 용접, thin panel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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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Model

Size (mm)

Plate (mm) Stiffener (mm)

L×B t L×h×t

C 880×300
5

880×300×6
6

P80 880×300
5

880×300×6
6

P100 980×300
5

980×300×6
6

P120 1080×300
5

1080×300×6
6

P140 1180×300
5

1180×300×6
6

1. 서 론

박판은 열전달 특성상 후판에 비해 용접시 열영향부가 넓고 

판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불균일한 용접입열에 의해 좌굴

변형이 빈번히 발생한다(김상일 등 1999). 이러한 용접변형은 구

도 강도저하와 외관상의 불량은 물론, 현 조립단계 이후의 공정

에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변형과 이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교정 작

업 시수 등 생산성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이주성, 2004). 

박판 블록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

안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단속용접(intermittent welding)이다. 

기밀이나 수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 구조 안전성 측면

에서 허용 수준이상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속용접

(continuous welding) 보다 단속용접법을 적용하면 입열량의 대

폭적인 감소로 용접변형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단속용접법을 적용한 이러한 용접변형의 

감소에 대해서 최근 한(2010)이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판 평블록 필렛 용접에 단속 

용접을 적용할 시 Pitch의 크기에 따라 발생되는 용접변형 특성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열탄소성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

해 각 용접 Pitch의 크기에 따른 변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pitch 크기에 따른 용접변형의 감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서는 범용 유한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고, 비선형 열전달 문제를 풀어 온도분포의 

시간 이력을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열하중으로 입력하여 탄소

성해석을 수행하는 2단계 해석법을 적용하였다.

2. 해석 모델 및 용접조건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5mm, 6mm인 plate와 6mm인 플랫바형 

보강재를 사용하여 각 모델의 용접변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과 같이 각각의 모델을 정의하고 크기를 나타내었다. 

Table 1의 첫 번째 열에서 ‘C'는 연속용접 모델을 의미하고, ’P'

로 시작하는 것은 단속용접 모델을 의미한다. 단속용접에서 각 

용접장의 크기는 80mm이다. P 뒤의 숫자는 80mm 용접 후 용접

을 하지 않는 구간 즉, pitch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P120의 경

우 용접장이 80mm이고 Pitch가 120mm인 경우로서, 4개의  

pitch간격을 주어 Fig. 1과 같이 11구간으로 이루어진 one side 

단속 용접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용접조건은 Table 2에 보였다.

Fig. 1 Present Analysis Model

Table 1 Model Size

Table 2 Welding Conditions

Material Mild Steel 

Current I [A] 150

Voltage V [V]  21

Welding Speed v [mm/min] 200

Shielding gas CO2

Tip distance [mm] 10

No. of passes  1

Wire diameter[mm] 1.2

3. 열탄소성 해석 일반

열탄소성해석은 이론적으로 열전달 문제와 열변형 문제가 연

성된 형태이나 변형량이 판의 다른 치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경우 판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가 열전달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열전달문제와 열변형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주성 등 2003). 

즉, 열전달해석을 통해 열원이 통과하는 과정의 온도분포를 각 

time step에서 계산한 다음, 이 결과를 열 하중으로 입력하여 탄

소성해석을 수행함으로서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계산한다. 열탄소

성해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를 Fig. 2에 보였다. 

하중조건으로는 유효 입열량(effective thermal power) 는 

226.8cal/sec 주었으며. 이때 이용된 표면열속(surface heat 

flux) p의 크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다.

 



                                               (1)

                             

여기서, 

  p : 표면 열속(surface heat flux, cal/mm2․sec)

  : 유효 입열량(effective thermal power, cal/sec)

  A : 입열 면적(unit heat input area, mm)

 welded part

 unwelded part



열전달해석 시에는 모든 열전달 재료 물성치에 대하여 온도 

의존성을 고려하였으며, 시편의 모든 면에서 대류로 인한 열손실

이 있다고 가정하여 대류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열 손

실 계수(heat loss coefficient)는 6.0×10
-6
cal/mm

2
ㆍ℃이다. 도

한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열전달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잠

열(Latent heat)의 효과를 고려하였고, 그 값은 65×103cal/kg이

다. 그리고 대기의 온도는 20℃로 가정하였다.

Fig. 2  Flow of thermo elasto-plastic analysis

Fig. 3 Finite element modeling : 5t Model P120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3차원 고체요소이고, 생성되는 용

접 비드면이 표면열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온도 분포의 시간이력

을 구하였다. 열변형 해석은 열전달해석을 통한 각 절점에서의 

과도적인 온도분포가 열탄소성해석 시의 하중조건이 되므로 열

전달해석 시의 요소분할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네 모서리의 아래쪽 변형이 없도록 고정하였다. 유한요소 모델링

의 예로서 Model P80에 대한 것을 Fig. 3에 예시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비교

Model P120에 대한 열탄소성 해석결과로부터 각 Pitch용접 

후의 변형 형상을 Fig. 4에 보였다. 

(a) Model P120 : after the 2nd pitch

(b) Model P120 : after the 4th pitch

(c) Model P120 : final deformed shape

Fig. 4 Simulation result deformation shape of model p120

각 모델별로 열탄소성 해석 결과로서 각변형량의 비교를 위해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 평균 각변형 형상을 Fig. 5에 보였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tch의 증가에 따라 각변형량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itch의 증가에 따라 단위 길이 당 

입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a) 5t_one side

(b) 6t_one side

Fig. 5 Comparison of deformed shape

Fig. 6, 7, 8에서는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연속용접과 4가지 

단속용접에 대한 평균 각변형량을 정리하였다. Fig. 6에서 q0는 

단위길이 당 입열량을 나타내며, Fig. 7에서는 Radian 단위로 표

시된 각변형량을 5t와 6t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6,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단속용접의 경우 각변형량이 대폭 감소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Pitch의 증가에 따라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속용접에 따른 입열량의 감소비율에 비해 각변

형량의 감소 비율의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Pitch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판 두께가 5mm인 P80과 P140 모델의 경우 단위 길이 

당 입열량은 각각 약 45%와 60% 감소하였는데, 각변형량은 각

각 약 60와 70%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형량의 감소 현상은 판 

두께 5mm 인 경우 보다 판 두께 6mm 인 경우에 더 심화됨을 볼 

수 있다.

Fig. 8에서 

/q0는 단위 입열량 당 각변형량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itch가 증가할수록 그리

고 판 두께가 클수록 단속용접에 의한 변형량 감소효과가 더 크

다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속용접에 있어서 Pitch의 크기에 따른 변형

량 감소를 분석하기 위해 4가지 Pitch 경우에 대한 단속용접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용접실

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조 강도 평가를 통해 구조 안전

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Fig. 6 Heat input per unit length to change in pitch

Fig. 7 Angular distortion to change in pitch

Fig. 8 Angular distortion per unit heat                    

input to change in pitch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판의 두께가 5mm, 6mm 인 두 가지 단속용접 

모델에 대해 열탄소성 해석이 수행되었다. 판과 보강재 사이의  

용접 pitch 간격을 각각 4가지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고, 입열량

을 적게 함으로써 변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연한 결과로서, 입열량이 적을수록 변형

량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단속용접법 적용에 

따른 입열량의 감소 정도에 비해 변형량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용접실험을 통해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강도평가를 통한 구

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며, 이러한 과정을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단속용접 Pitch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Kim, S.I., 2003, Development of Simple Prediction Model for 

Fillet Welding Deform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0(2), pp.49-56.

Kim. C.H. & Lee. J.S., 2007. On the Weld-Induced 

Deformation Control of Ship's Thin Plate Block (I).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4(5), 

pp.496-503.

Lee. J.S., 2004. Simulator for Weld-Induced Deformation 

Prediction of Panel block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1(1), pp.55-63.

Masubuchi, K., 1980, Analysis of Welded Structures, 

Pergamon Press, Oxford.

Shin. D.H & Shin. S.B. & Lee. J.S., 2007.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for 

Channel I Butt SA Weldment Using FE Analysis.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4(6), 

pp.598-604.



예인 소나 음향 모듈의 진동 기인 자체 소음 해석

유정수(울산대학교), 신현경(울산대학교), 안형택(울산대학교), 권오조(국방과학연구소)

요 약

Performance of array sonars towed underwater is limited due to the self-noise induced mainly by the vibration of the 

towing cable and also turbulent flow around the acoustic sensor module. The vibration of the towing cable excites 

axisymmetric waves that propagate along the acoustic module of the array sonar and produce self-noise.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lf-noise induced by the axisymmetric vibrations of the acoustic 

module. The waves of interest are the bulge and extensional waves propagating along the fluid-filled elastic hose. 

Dispersion relations of these waves are predicted by means of the numerical simulation to evaluate the wave speeds. 

The self-noise induced by the axisymmetric waves are formulated taking into account the damping of the elastic hos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원거리 탐지 성능을 갖는 저소음 예인 음탐기를 개발, 운용하

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체 소음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설계 변수 변화에 따른 자체 소음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 소음원 및 이들의 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배열 예인 음탐기의 자체 소음 중 음

향 모듈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전파되는 축대칭 파동

(axisymmetric wave)에 의해 발생하는 자체 소음을 해석하였다.

예인 케이블과 예인 음탐기의 끝단으로부터 음향 모듈에 전달

되는 종방향 진동은 진동 차단 모듈을 거치면서 크기가 줄어들지

만 일부는 차단되지 않고 음향 센서에 전달되어 자체 소음으로 

나타난다. 즉, 예인 케이블에서 음향 모듈 커넥터에 유입된 종방

향 진동이 음향 모듈에 벌지파(bulge wave)와 확장파

(extensional wave)를 유발하고, 이들 파동이 음향 모듈을 따라 

전파하면서 자체 소음으로 나타난다[1,2]. 벌지파는 탄성 호스가 

반경 방향으로 팽창과 수축 변형을 일으키며 전파되는 파동이며, 

확장파는 탄성 호스가 길이 방향으로 인장, 압축되면서 진행하는 

파동이다. 이 두 파동 모두 단면의 변위가 원주 방향으로 동일한 

축대칭 파동이다. 따라서 자체 소음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내부

와 외부가 유체와 연성된 탄성 호스를 따라 전파되는 파동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2장에서는 음향 모듈의 탄성 호스를 따라 전파되는 축대칭 파

동 특성을 수치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이론치와 비교

하였다. 또한 내부 구조물에 의한 파동 전파 특성 변화를 검토하

였다. 3장에서는 탄성 호스의 감쇠가 벌지파와 확장파 전파에 미

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자체 소음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

다.  

2. 오일 충진 탄성 호스에서의 파동 전파

2.1. 축대칭 파동의 분산 선도

내부에 오일이 채워진 탄성 호스의 단면 유한요소 모델은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탄성 호스는 32개의 고체 요소(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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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sectional model of the oil-filled elastic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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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dispersion curves for the oil-filled 

hose shown in Fig. 2. —, Theoretical; ⚫, WFE. 

element)로 구성되며, 내부 오일은 96개의 유체 요소(fluid 

element)로 구성하였다. 그림 2의 모델에 대해 WFE 해석[3]으

로 얻은 분산 선도를 참고문헌[4,5]의 이론치와 비교하여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그림 2를 통해, 낮은 파수 영역에서 이론 해석 

결과와 WFE 해석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로부

터 낮은 파수 영역에서는 벌지파가 비분산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벌지파와 확장파의 위상 속도는 각각 약 31.5 m/s, 126 

m/s이다.

2.2. 내부 구조물의 영향

선배열 예인 음탐기의 음향 모듈 내부에는 음향 신호 측정을 

위한 음향 센서가 일정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들을 연결

하는 신호선들과 인장 로프 등이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음향 센서와 복잡한 내부 연결 부재 등을 길이 방

향으로 단면의 형상이 일정한 내부 구조물(core)로 단순화하고, 

파동 전파에 미치는 내부 구조물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그림 

4에 보인 것과 같이 ‘탄성 호스-충진 오일-내부 구조물’로 구성

된 음향 모듈을 가정하고, 내부 구조물 의 크기 변화에 따른 벌

지파와 확장파의 전파 속도 변화를 해석하였다. 내부 구조물의 

직경은 24mm와 40mm(그림 3)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으며, 재질

은 세라믹으로 가정하였다. 

내부 구조물 유무에 따른 분산선도의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 4를 보면, 확장파의 경우 내부 구조물 유무에 따른 

전파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벌지파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파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직경 24mm와 40mm의 두 

가지 내부 구조물 모델에 대한 벌지파의 위상 속도는 각각 29 

m/s, 26 m/s로 예측되었다. 또한 WFE 해석을 통해, 내부 구조

물이 없는 호스에서 벌지파와 확장파에 의해 발생하는 단면 중심

점의 음압과 내부 구조물이 있을 때 내부 구조물 표면에서 예측

한 음압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자체 소음 해석에서는 내부 구조물을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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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oss-sectional models of the oil-filled hose with a 

core. The diameters of the core is 4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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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성 호스의 감쇠에 의한 영향

음향 모듈의 탄성 호스는 감쇠가 큰 폴리우레탄 재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탄성 호스의 감쇠 손실 계수()를 0.1 로 설정하

였다(8). 1차원 평면파의 경우, 유체 입자의 속도 와 음압  는 

유체의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를 이용해 식(1)

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충진 오일의 밀도, 는 오일에서 전파되는 음향

파(acoustic wave) 전파 속도이다. 식(1)에 거리에 따른 음파의 

감쇠를 반영하면

 

    
   

  (2)

로 쓸 수 있으며, 는 감쇠 파수(damped wavenumber)로써 

    



     (3)

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충진 오일에서 전파되는 파동의 그

룹 속도(group velocity)이다. 식(3)으로부터 파동의 거리에 따른 

감쇠율(decay rate)  (dB/m)를 구하면

     (4)

가 된다. 내부 구조물이 없는 경우, 앞 2장에서 구한 벌지파와 

확장파의 전파 속도(또는 위상 속도)는 각각 약 31.5 m/s와 126 

m/s 였다. 파수가 낮은 구간에서는 두 파동 모두 비분산파이므로 

그룹 속도와 위상 속도가 같다. 따라서, 감쇠계수   일 때 벌

지파와 확산파의 거리 감쇠율은 각각 와  

  가 된다. 

길이 의 단일 음향 센서에 거리 감쇠를 가진 음압 

  
 



   이 측정되는 경우, 음압의 거리 

감쇠 특성을 음향 센서 파수 응답 함수에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

다. 즉, 거리에 따른 감쇠가 없는 음압이 길이에 따라 감쇠 특성

을 갖는 음향 센서에 측정되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음향 센서를 그룹핑하는 경우, 공간에 대한 

음향 센서의 창문 함수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개의 

음향 센서를 그룹핑한다고 가정하면 파수 영역에서 그룹핑 응답 

함수는 식(5)로 표현된다.  

 
 





   

   (5)

여기서 

 
  






 (6)





   

  


 (7)

이며     이다. 

그림 6에는 25c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8개의 음향 센

서를 그룹핑하였을 때 예측된 자체 소음 수준을 나타내었다. 음

향 센서의 길이는 20mm, 는 가진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지

distanc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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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ssure responses of the acoustic sensors along 

the length. Multiple sensors with a distance of  between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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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damped and undamped 

self-noises predicted from 8 sensors grouped with = 1m 

and =25cm for (a) the bulge wave, (b) the extensional 

wave.

점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룹핑으로 인해 

특정 주파수에서 피크(peak)와 골(dip)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난

다. 감쇠의 영향이 반영될 경우, 그림 6에서 보인 것과 같이 고

주파수 대역에서 자체 소음의 감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특히 벌

지파에 의한 자체 소음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

측 결과로부터 탄성 호스의 감쇠가 자체 소음 수준에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 소음 해석 시 감쇠

의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배열 예인 음탐기의 자체 소음 중 예인 케이

블에서 유입된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체 소음의 수준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자체 소음원으로는 음향 모듈의 오일 충진 탄성 

호스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전파되는 축대칭 파동인 벌지파와 확

장파를 고려하였다.   

먼저, 음향 모듈을 단면의 형상이 일정한 도파관 구조물이라 

가정하고, 도파관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오일 충진 탄성 호스에 

대한 파동의 분산 선도를 해석하였다. WFE해석에서 얻어진 분산 

선도로부터 약 10이하의 낮은 파수 영역에서는 벌지파와 확장파 

모두 비분산파로 가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WFE 방법을 이용해 내부 구조물 존재 유무에 따른 벌지파

와 확장파의 전파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석 결과, 확장파의 

전파속도는 내부 구조물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벌지파의 

경우 내부 구조물로 인해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

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탄성 호스에 감쇠를 반영하여 자체 소음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벌지파와 확장파 모두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감쇠로 인한 자체 소음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벌지

파가 확장파보다 더 크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벌지

파와 확장파에 의한 자체 소음은 주로 저주파수 대역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벌지파와 확장파에 의해 유기되는 자체 소음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이론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후 선배열 예인 음탐기의 음향 모듈에 대한 진동 및 내부 

음압 측정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실험에서는 음향 모듈을 

따라 전파되는 벌지파와 확장파의 전파 속도를 측정하고, 이들 

파동에 의해 발생하는 음압을 측정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 

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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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법을 활용한

금속강판 비파괴 결함검출 가능성 연구

김창민(동의대 조선해양공학과), 이창운(동의대 조선해양공학과), 조용진(동의대)

요 약

위상잠금 적외선 열영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법의 조선해양공학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복사대비 

위상차 열화상에 영향을 주는 능동 광 열원(optical excitation)과 위상잠금(lock-in) 주파수를 변화시키며 열화상의 선명도를 통

한 결함검출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시험편에 조사되는 능동 광열원은 낮거나 중간정도의 세기가 양호한 결과를 주었고, 높은 

광 조사는 열포화 상태의 도달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였다. 위상잠금 주파수는 능동 광 열원의 세기와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

하였다.  시험편(specimen)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율이 차이를 보이며 영상의 선명도는 주파수에 따른 약간의 편향된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 위상잠금 열화상기법은 대상 금속판의 두께에 따른 제한 조건이 있으며, 크기가 아주 작은 결함에 대한 제약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량화 기법의 개발과 분야별 참조시험편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선해양 관련 산업분야에서 비파괴 

결함검출 검사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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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외선이란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고 마이크로파보다 짧은 

전자기파의 총칭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작용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외선이 강한 열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적외선의 주파수가 대기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고유진동

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질에 적외선이 부딪히면 

전자기적 공진현상을 일으켜 적외선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물질

에 흡수되기 때문이다(Rechard, 1969 & Cho, et al., 2004).

Fig. 1 Infrared Rays in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이러한 이유로 적외선이 대기 중의 수분과 탄산가스 등에 의

한 산란과 흡수로 인해 유효 거리가 짧고, 적외선 센서의 개발이 

늦은 점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반도체 제조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으로 이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해 고성능의 적외선 센서

가 개발되어 가격이 저렴해지며 많은 국방과 민수분야에 활용되

기 시작하였다(Rechard, 1969 & Clarence, 1992).

민수 분야에서 주된 활용은 건물의 열손실 방지분야, 발전소

의 감시기술 분야, 피부온도를 관찰하는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Choi & Kim, 2004, Kim 2009).  이

런 민수분야 활용에는 정상상태(steady-state) 온도차가 영상화

되기 때문에 이런 활용을 전통적인 정상상태 열화상이라 부른다.  

이와는 대조적인 다른 분야는 온도분포의 시간에 따른 적외선 변

화를 탐지하여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런 분야의 비정상상태

(non-steady-state)나 동적인 열화상의 가장 두드러진 활용 분야

는 펄스(pulse) 열화상과 위상잠금(lock-in) 열화상 활용이다

(Breitenstein & Langenkamp, 2003).

본 연구는 세계 1위의 조선해양국가인 우리나라가 그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부가 가치선, 해양구조물, 첨단 기

자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

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고자 수행하였다.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은 우

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시화

시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로서 결함부위와 건전부위의 동적인 미

미한 열방사 변화를 대조(contrast)하여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0, Choi, et al., 2007).

특히 비교적 불균일한 능동 광 열원(optical excitation)의 조

사, 표면 방사율(emissivity)의 불균일성, 주위 환경변화에 의한 

반사율 변화 등에 의한 잡음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검사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Breitenstein & Langenkamp, 

2003).  따라서 조선해양 분야의 활용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 환

경잡음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위상

잠금 적외선 열영상 기법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에서 보여주는 복사대비 

위상차 열화상에 영향을 주는 능동 광 열원과 위상잠금(lock-in) 

주파수를 변화시켜 보면서 열화상을 통한 결함검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결함검출 실험은 결함을 예상하여 시

험편 뒤편에 홀 가공이 되어있는 표 준 시험편(specimen)을 활용

하였다.

2. 위상잠금 적외선 열영상 기법

동적인 열화상을 활용하는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법은 시험대상 물체에 능동열원으로서 

연속적인 변조된 단순 조화함수(harmonic function)를 조사한다.  

이 기법은 조화함수로 입사되는 열원(heat source)에 적외선 카

메라의 검출소자를 동기화시켜 대상체의 응답신호를 획득하게 

된다(Bai, et al., 1999, Breitenstein & Langenkamp, 2003).

아래 식(1)로 표현되는 고체 내의 1차원 열전도방정식에서 외

부 자극원으로서 할로겐램프에 의한 능동 광 열원을 조화함수

(T=To cos
 

wt)로 표면을 가열할 때, 대상체로 침투한 열원의 변화

를 관찰하여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

여기서 T는 온도, t는 시간, k는 열전도계수, ρ는 밀도, cp는 

비열, x는 열유동 방향이다. 조화함수로 가열된 식(1)의 해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에서   는 침투깊이(thermal diffusion length), 

 는 열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 이다.

흡수된 열은 물체 표면으로 부터 열파동(thermal wave)을 만

든다.  이 열파동은 물체 속으로 진행되어 들어가고, 물리적 열

전달 특성이 변하는 빈공간이나 갈라진 결함 층을 만나면 부분적

으로 반사를 하게 된다. 진행파와 반사파의 간섭은 물체 표면에 

조화진동 복사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적외선 카메라에 의

하여 탐지하게 된다. 

물체내부의 결함부위 표면은 결함이 없는 건전부와 비교하면 

다른 위상을 나타낼 것이다.  위상잠금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진폭과 위상의 변화를 계산하여 결함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법은 연속적인 대신 동시에 순차적인 측정값을 가지

기 때문에 위상잠금 열화상 방법이 라 부른다.  즉, 하나의 파동



주기 동안에 많은 점들이 동시에 관측된다.  따라서 장치는 다중

측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열화상 측정은 위치에 따른 열파동

의 변화를 진폭과 위상으로 나타낸다. 아래의 Fig. 2는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의 개념을 보여준다. 

                     

Fig. 2 Principle of Lock-in Thermography

만일 영상기록이 변조 주파수와 동기화되고 한 주기 동안에 4

개의 영상을 얻는다면, 4개의 신호값 S1, S2, S3 및 S4가 모든 영

상 화소에서 얻어 진다.  따라서 매 파동주기 동안에 각 영상 화

소는 위상이 90° 차이를 갖는 4배의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  취

득된 4개의 자료로부터 특정 화소(x, y)의 변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식 (3)과 (4)를 이용하여 특정 화소에서 온

도 변조의 진폭과 위상을 구할 수 있다.

  
 

  
 

 (3)


   


 


 

 (4)

실제적으로는 위상잠금 열화상 시스템은 온도 영상의 진폭과 

위상각의 계산을 위해서 단 4장(S1, S2, S3 및 S4)의 그림보다는 

훨씬 많은 영상을 얻는다. 

몇 개의 변조주기에 거쳐서 매 주기마다 4장 이상의 영상의 

평균을 구한다.  그렇지만 사인파형 변조로 인하여 모든 이미지

는 결국 4개의 기본 영상(S1, S2, S3 및 S4)으로 병합된다.  이들 

병합영상의 위상각과 진폭 값은 앞의 식 (3)과 (4)로부터 얻어진

다.

위의 방정식이 (S1과 S3) 및 (S2와 S4)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위상잠금 기법이 불균일한 광 열원(Optical heat)의 조사, 

표면 방사율(emissivity) 그리고 주위 환경에 의한 반사의 잡음 영

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영향들이 펄스(pulse) 열화상 기법에서 나타나면 결함 검

출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3. 실험연구방법

3.1 실험장치의 구성 

위상잠금 열화상 측정 장치의 구현은 할로겐램프의 광 증폭 

가진장치에 의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검출장치는 광 조사장

비, 위상 장금 제어장치, 열화상 카메라 및 시험편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장비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간섭을 제거하며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측정기법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구현

된 실험장치로 부터 가능한 넓은 영역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유

의한 실험조건을 획득하고 기술적으로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규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System Configuration of Lock-in Thermography

안정적인 실험을 위해서 흑색의 알루미늄 평판으로 제작된 정

반에 실험장비 들을 설치하고 청결하게 밀폐된 실험실에서 연구

를 수행하여 외란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기법의 능동 광 열원은 2개의 할로겐

램프(1Kw×2ea)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결과 열원의 강도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 발생기(Function generator)로부터 앰프를 통해 증폭된 

전원이 할로겐램프를 가진하여 능동 열원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다.  

위상 장금 제어장치는 최근 들어 적외선 카메라에 내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성된 원적외선(LWIR) 카메라의 

경우 내부에 내장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구매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적외선 카메라의 경우는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에서는 열 분해

능과 최단의 노출시간을 고려하여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MCT(HgCdTe, mercury-cadmium-telluride) 탐지소자를 채용한 

FPA(focal plane array) 적외선 카메라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상잠금 열화상 시스템 구성의 핵심장비인 적외선 카

메라는 다음의 그림 Fig. 4와 같이 극저온 냉각방식의 장비

(JADE LWIR MCT Camera 및 관련 운용부품)를 사용하였다.

Fig. 4 JADE LWIR MCT IR Camera(320×240)

본 연구에 활용된 시험편은 일반적으로 조선해양을 포함한 기

계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강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a) Al6061-T6

(b) SM45C

Fig. 5 Specimens with In-planted Defects

알루미늄 합금(Al6061-T6) 결함 시험편은 위의 Fig. 5(a)와 

같이 180mm의 정방형 시험편의 뒷면에 홀 가공을 함으로써 결

함의 검출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표준 시험편을 도입하여 시험

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탄소강(SM45C) 결함 시험편 또한 Fig. 

5(b)와 같이 시험편의 뒷면에 결함 홀을 가공한 표준 시험편을 

활용하였다. 

두 시험편 모두 열방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흑색(black color) 

계열의 도료를 도포하여 검출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2 실험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해양 관련 산업분야의 구조물 용접부위 

및 주요 금속접합부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IT기술을 접목한 

위상잠금 적외선 열영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법

을 결함 진단기술로 활용성을 평가하고 생산현장에서의 적용 가

능성을 탐구 하는데 있다.

실험과정은 강건한 실험값을 도출해내기 위해 함수발생기로  

터 조절할 수 있는 위상잠금 주파수(lock-in frrequency)의 범위

는 가능한 넓게 잡았다. 계획된 주파수의 범위는 다음의 Table 1

과 같다(Park, 2009).

Table 1 Levels of the Lock-in Frequency

Level

Lock-in frequency 

from the function 

generator

0.01 Hz

0.02 Hz

0.03 Hz

0.05 Hz

0.07 Hz

0.1  Hz

0.2  Hz

0.3  Hz

0.5  Hz

0.7  Hz

1.0  Hz

그리고 할로겐 램프의 출력을 조절하여 시험편에 조사되는 능

동 광 열원의 세기(intensity)에 의한 위상 대비 열화상의 영향을 

실험하였다.  이를 위해 능동 광 열원의 증폭 비율을 최대치 증

폭의 30%, 50%, 70% 비율로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연구를 수행

하였다.

실험방법은 우선 능동 광 열원의 세기를 30%로 고정하고 주

파수를 0.01Hz로부터 1.0Hz까지 위의 Table 5에 따라 변화 시

키면서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온도 이미지(Temperature image), 

크기 이미지(Magnitude image), 위상차 이미지(Phase image)를 

각각 얻는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에 대하여 실험이 수행되면, 능동 광 열워

의 세기를 변화(50%와 70%) 시켜 동일하게 주파수를 변화시켜 

이미지를 얻어 내도록 하였다.



4. 실험결과

앞의 3.2 실험방법에 따라 위상잠금 주파수를 능동 광 열원과 

위상잠금 주파수를 변화 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능동 광 열원조사의 세기와 위상잠금 주파수의 변화

에 따라 위상차 대비영상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

험과정에서 높은 능동 광 열원(70%)에서는 시험편에 조사되는 

열량이 많아서 표면이 쉽게 포화되어 결함검출이 불가능 하였다.  

시험편이 쉽게 고온에 도달하여 표면을 강제냉각하거나 상온이 

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험의 정도가 떨어져 실험을 

생략하였다.

다음의 Fig. 6은 알루미늄 시험편의 능동 광 열원 변화(30% 

및 50%)와 위상잠금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특성치(위상차 대비

영상)의 주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6 Phase Images of Defects Test(Al6061 specimen)

실험결과 위상차 대비 영상의 선명도를 검토해본 결과 능동 

광 열원의 세기는 가시성이 있는 중간정도(50%)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위상잠금 주파수는 낮은(30%)의 광 조사에서는 0.01Hz에서 

0.1Hz사이의 낮은 주파수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중

간정도(50%)의 능동 광 조사에는 좀 더 높은 위상잠금 주파수인 

0.5Hz 부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의 Fig. 7은 탄소강 시험편의 위상잠금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위상차 대비영상 결과를 보여준다.

Fig. 7 Phase Images of Defects Test(SM45C specimen)

탄소강판 시험편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알루미늄 시험편의 

결과와 경향은 유사하나 열화상의 선면도가 약간의 편향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낮은(30%) 능동 광 열원의 가진 세기에서

는 0.07Hz 부근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중간정도(50%)

의 광 열원조사에서도 동일하게 0.07Hz 정도의 결과가 좋은 편

이나 선명도는 조금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열물성치인 전도율이 다른 두 시험편의 차이는 최적의 

선명도를 보이는 위상잠금 주파수는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시험편이 좀 더 낮은 주파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능동 광 열원의 조사세기에 따른 두 시험편과의 관계를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조선해양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강판

의 결함을 탐지를 위하여 위상잠금 적외선 열영상(Lock-in 

infrared thermography)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표준 시험편에 조사되는 능동 광 열원과 위상잠금 주파수를 

변화 시켜가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시험편에 조사되는 능동 광열원은 낮은(30%) 또는 중간

(50%)의 세기가 양호한 결과를 주었고, 높은 광 조사는 열

포화 상태의 도달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였다.

○ 위상잠금 주파수는 능동 광 열원의 세기와 상관관계를 가

진다. 즉 낮은 광 열원은 낮은 주파수(0.05Hz) 부근에서 

중간 광 열원은 중간 주파수(0.1Hz) 이상의 대역에서 개선

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 시험편(specimen)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율이 차이를 보이

며 영상의 선명도는 주파수에 따른 약간의 편향된 결과만

을 보여주었다.

○ 그리고 위상잠금 열화상기법은 대상 금속판의 두께에 따른 

제한 조건이 있으며, 크기가 아주 작은 결함에 대한 제약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기법의 조선해

양 분야에서 열화상 분석기술을 추가하여 정량화 기법의 개발과 

응용분야에 맞는 참조시험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선해양 관

련 산업분야에서 비파괴 결함검출 검사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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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디젤엔진의 슬로우다운 알람 상황 해결을 위한

 퍼지논리 기반 고장진단 프로그램

이현호(삼성중공업 Marine시스템개발), 손명조, 김태완(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요 약

본 논문은 선박디젤엔진의 특정 시스템의 고장으로 슬로우다운 알람(slow-down alarm)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분석 및 구현을 다룬다. 현재의 AMS(Alarm Monitoring System)는 

엔진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하고, 온도, 압력 등의 변수가 설정치 이상으로 변하면 알람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알

람이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기관사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고, 적절치 못한 

대처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슬로우다운 알람이 해결되지 않으면 엔진의 rpm을 올릴 수가 없

어 저속 항해로 인한 운항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운항 지연은 선사의 신용도 하락 및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슬로우다운 알람이 발생하였을 때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신속하게 추천하는 고장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장진단 프로그램을 퍼지논리(fuzzy logic) 기반으로 구

현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디젤엔진 시스템과 AMS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분석하고, 

슬로우다운 알람을 16가지로 정의하였다. 둘째, 고장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연관성과 획득방법에 따라 분류

하고, 전산화하였다. 셋째, 슬로우다운 알람의 해결 방법을 fault tree로 정의하고, 고장진단 과정에 퍼지논리를 적

용하여 숙련된 기관사가 고장을 진단하는 과정과 유사한 동작을 하는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선박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된 선박 대형 장비의 고장진단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 확장성과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유연한 프로그램의 구조를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ag Name

SL001 Oil Mist Detector Concentration High

SL002
M/E Piston C.L.O(Cooling L.O) outlet Temp. 

High

SL003
M/E Cylinder C.F.W(Jacket C.F.W) outlet Temp. 

High

SL004
M/E Cylinder C.F.W(Jacket C.F.W) inlet Pressure 

Low

SL005
M/E Main Bearing L.O & Piston C.L.O inlet 

Pressure Low

SL006
M/E Main Bearing L.O & Piston C.L.O inlet 

Temp High

SL007 M/E Crosshead L.O nlet Pressure Low

SL008 M/E Cylinder Exh. Gas Temp High

SL009 M/E Exh. V/V Spring Air Pressure Low

SL010 M/E T/C Bearing L.O inlet Pressure Low

SL011 M/E Cylinder Exh. Gas Deviation Temp High 

SL012 M/E A/C AFT Cooler Drain Water Level High

SL013 M/E T/C L.O outlet Temp. High

SL014 M/E A/C Charging Air outlet Temp High

SL015 M/E Exh. Gas T/C inlet Temp High

SL016 M/E Cylinder L.O Non-Flow   

1. 서 론

선박의 대형화와 신속한 물류 처리가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상선의 추진기관은 대형 저속엔진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열효율이 좋은 디젤엔진이 각광받고 있다. BOG 

(Boiled Off Gas)를 연소시켜 발생한 스팀을 증기터빈의 동력원

으로 사용하던 LNG선조차 최근에는 dual fuel을 사용하는 디젤

발전기와 전기 추진 모터의 조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선박에도 UMA (Unmanned 

Machinery Area) 시스템이 도입되어 낮 시간 동안은 사람이 작

업을 하고 일과 이후에는 무인 당직으로 운항되고 있다. 1980년

대 이전에 기관사에 의해 관리되는 감시항목이 600여 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UMA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

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선박 자동화 시

스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박 자동화 시스템 

기능 확장의 일환으로 자동 고장진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1-5].

기존의 AMS (Alarm Monitoring System)는 감시항목을 모니터

링 하여 설정된 한계치를 벗어나면 알람을 발생시켜 주는 시스템

이 대부분이다. 즉, 이러한 시스템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알람

을 통해 현재의 엔진상태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감시 데이터로부

터 고장을 진단하여 고장의 원인분석이나 해결방법 파악은 기관

사의 판단에 의존되고 있다. 기관사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고장을 

진단하는 고장진단 시스템은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10].

고장진단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나[1, 2, 4, 5, 12], 선박디젤엔진에 관한 연구는 사례

가 많지 않다. Bonivento 등[14]은 선박 추진계통의 고장 허용제

어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프로펠러의 피치, 축의 회전수와 디젤

엔진의 게인(gain) 손실을 측정하여 모델링을 한 후 모델링 된 시

스템과 실제시스템과의 차이가 참조 값 이상이 되면 고장으로 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refzadeh 등[13]은 디젤엔진의 진

동을 측정하여 진동해석을 하고, 퍼지 논리를 기반으로 고장진단

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영일[1]은 시계열 통계기법을 사

용하여 고장을 진단 혹은 예측하는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Cebi 

등[4]은 선박의 냉동기 시스템에 대한 고장 진단 시스템을 퍼지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선박디젤엔진의 slow-down alarm이 발생시, 상황 

해결을 위한 자동 고장 진단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2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선박디젤엔진의 slow-down alarm의 개요와 고장진

단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확장성과 유지보수 용

이성을 고려한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연구계획을 제안한다. 

2. 선박디젤엔진의 

slow-down alarm과 진단

2.1 Slow-down alarm  

AMS는 메인엔진과 보조기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경보를 

발생시킨다. AMS에서 감시하는 항목은 대략 10,000개 이상이

다. 그 중에서 메인엔진의 안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항목은 경보

뿐만 아니라 slow-down을 발생시킨다. Slow-down은 ‘속도를 

늦추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선박 시스템에서는 메인엔진

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알람이 발생하였을 때, 엔진의 rpm

을 강제로 떨어뜨려 엔진을 보호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원인이 

되는 알람을 제거 하지 않으면 다시 rpm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

에,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알람 발생 후 신속하게 문제를 해

결하여 알람을 제거하여야 한다.

Table 1 Example of slow-down alarm

Slow-down alarm은 엔진의 과열, 제어 시스템 abnormal, 윤

활 시스템 abnormal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Kongsberg사의 Datachief 매뉴얼[7]과 삼성중공업

의 SASS pro 매뉴얼[6]을 기반으로 slow-down alarm을 정의하

였다. 정의된 slow-down alarm의 종류는 Table 1과 같으며 실

제 선박의 slow-down alarm은 선박과 엔진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Fig.  2 Fault diagnosis by M/E diagnostic program 

Fig. 1 Fault diagnosis by Human

2.2 고장진단

2.2.1 고장진단의 개요

선박디젤엔진에 고장이 발생하면 숙련된 기관사는 본인의 경

험과 선박디젤엔진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 (알람 모니터링 데이

터, 운전시간, 사고이력) 등을 참고하여 고장을 진단한다.

Figure 1은 기관사에 의한 고장진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메

인엔진 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검출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 등은 

AMS로 전달이 된다. AMS 테이블을 보면 F.O temp. 의 value가 

135℃ 이고 status는 Normal (정상)이다. 하지만, exhaust gas 

temp. 는 status를 high로 판단하는 set point가 390℃ 인데 검

출된 값은 399℃ 이기 때문에 status를 high로 판단하고 알람을 

발생시킨다. 

AMS에서 알람이 발생하여 기관사가 엔진이 비정상 상태이라

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기관사는 고장진단을 시도하게 된다. 간

단하고 익숙한 문제일 경우 기관사는 고장진단을 쉽게 내리겠지

만 복잡하거나 처음 접하는 알람일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

은 시간이 소모하고 해결을 위해 관련자료 (manual, history, 

document)를 검색하거나 상급자 등에게 문의를 하게 된다. 특

히, 슬로우다운 알람의 경우, 발생 원인이 단순 하더라도 엔진이 

슬로우다운 되는 순간 터보차져의 서징 (surging; 펌프나 블로워

의 운전 중에 압력, 유량, 회전수, 소요 동력 등의 변동이 발생하

여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인해 폭발음이 발생하므로, 교통

사고를 냈을 때와 같이 기관사는 당황할 수 있다. 자료를 검색하

거나 상급자의 도움을 얻어 ‘F.O pump에 문제가 있다’라고 고장

을 진단하게 되면 기관사는 비정상인 부분을 수리하여 알람을 제

거할 수 있게 된다.

기관사에 의한 고장진단의 문제점은 고장 (혹은 알람)이 발생

하였을 때 원인의 범위가 넓고, 선박 내 인력 부족, 기술 부족,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고장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고장진단이 지연되면, 자연히 운항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

서는 초동 대응 시기를 놓침으로써 2차 사고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비용손실로 연결되어 선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장진단 프로그램에 의한 고

장진단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알람이 발생하여 기관사가 인지하

는 과정은 ‘기관사에 의한 고장진단’과 동일하다. 메인엔진의 

exhaust gas temperature의 status가 high라는 것을 인식한 기관

사는 고장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장을 진단하게 된다.

메인엔진 고장진단 프로그램 (M/E Diagnostic Program)은 설

계 시 manual, document 그리고 숙련된 engineer 

(1
st
engineer,Chiefengineer,Maker Service Engineer 등)의 

knowledge가 if-then rules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AMS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 받은 monitoring data와 위의 rule을 비교, 분석

하여 고장 원인을 추천한다. 기관사는 추천 받은 정보를 이용하

여 고장을 진단하고 비정상 부위를 수리하여 알람을 제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존의 기관사에 의한 진단 방법보다 고장진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정확한 고장원인을 제공

받지 못하더라도 search path를 이용하여 고장원인의 범위를 좁

힐 수 있다. 

2.2.2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data flow

본 연구에서 구현한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이름은 M/E 

Diagnostic Program 이며, 그 data flow diagram은 Fig. 3과 같

다.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면 우선, 제일 왼쪽에 raw data가 있

고, 이것을 1차로 가공한 fault tree가 있다. Fault tree는 다시 

facts의 항목을 선별하고 rule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생성된 

rule은 M/E diagnostic program의 knowledge가 되고, fault tree



Fig. 3 Data Flow Diagram of the M/E Diagnostic program

에서 선별된 monitoring data가 입력 값으로 M/E Diagnostic 

Program에 입력이 되면, 알람의 원인을 분석하여 점검 혹은 수

리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Raw data는 Input data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raw data는 크게 monitoring data, manual, document

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Monitoring data: Monitoring database를 구축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다. AMS를 생산하는 Kongsberg사의 ‘Datachief 

manual[7]’과 H선사의 5000teu 컨테이너선에서 운항 중 기록된 

‘UMA check list[15]’등이 이 항목에 포함 된다.

- Manual: Fault tree와 rule을 생성하는데 참고가 된 자료들이

다. 도면, 운전가이드, 정비가이드, troubleshooting 등 엔진 

make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manual로 분류하였다. 특히, MAN 

B&W사의 ‘MAN B&W S35MC7 project guide[9]’등이 이 항목에 

포함된다.

- Document: Operating hour, 고장사례, 정비지침, 운전지침 

등 manual 이외에 현장에서 고장진단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document로 분류하였다.

Input data는 M/E diagnostic system에 입력이 되는 데이터이

다. Input data에는 fact와 rule이 있다. Fact는 일반적으로 

database에 저장이 되며 ‘A is x (A=x)’의 형태를 가진다. Rule은 

일반적으로 knowledge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IF A is x, Then 

B is y’의 형태로 표현된다.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Fact: Exhaust gas temperature is 399℃

- Rule: IF exhaust gas temperature is 399℃, Then status 

is High   

또한, rule은 서로 연결되면 추론 사슬(inference chain)을 구

성하게 된다.

Output data는 M/E diagnostic system이 Input data를 근거

로 고장진단을 수행한 결과물이다. M/E diagnostic system의 

Output data는 action command, operating status, search path

의 3가지이며 각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ction command: M/E diagnostic system에서 찾아낸 고장 

원인을 토대로 database에 저장된 action (고장 원인에 대한 점

검 혹은 수리방법)을 검색해서 UI에 출력한다.

- Operating status: M/E system의 현재 운전상태 (M/E rpm, 

pump run/stop)를 UI에 출력한다.

 - Search path: 고장진단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

지 그 경로를 UI에 출력한다. 기관사는 고장진단 경로를 확인하

여 고장의 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고, 추천된 진

단 결과가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고

장진단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고장진단법의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선박디젤엔진의 고장진단을 위해 FTA(Fault 

Tree Analysis)를 사용하였고, 고장진단 과정에서 데이터구분의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퍼지논리를 적용하였

다. Fault tree analysis는 시스템 안전공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1962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고안 하였다[16]. 이 방법은 미사일 

발사 제어시스템에서의 우발사고를 예측하는 문제 해결방법으로

서 이용되었다. 이후 보잉사에 의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 주로 보잉사를 중심으로 하는 항

공 우주산업과 원자력산업에 사용되었다. 차후, 기타 산업안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이 인식되어 1965년부터 산업안전 분야에 

적용되었다.

2.3.1 선박디젤엔진의 고장진단

선박디젤엔진의 고장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monitoring data를 

분류 및 정의 할 필요가 있다. Monitoring data의 분류기준은 상

호 연관성과 검출 방법이 있다.

상호 연관성에 의한 분류는 데이터가 단순 데이터인지 아니면 

연관 데이터인지를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단순 데이터는 

F.O supply pump 운전시간과 같이 데이터 자체의 이상만으로도 

고장진단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이다. 만약 F.O supply pump 운

전 시간이 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원인이 있어 운전 시간이 초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연관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인

을 나타내지 않는 데이터이다. 이런 데이터의 경우 고장진단을 

위해서는 연관 데이터를 검사 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기가

스 온도가 높아서 알람이 왔다면, 그 발생 원인은 연료유 계통의 

이상 또는 엔진의 과부하이거나 소기계통 혹은 배기계통 등의 문

제이다. 따라서 운전조건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데이터를 

검사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rule을 만들 때는 

monitoring data의 상호 연관성을 적절히 반영되어야 올바른 고

장진단을 내릴 수 있다.

Fig. 4는 선박디젤엔진의 고장진단의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Fig. 4 Example of marine diesel engine fault diagnosis

M/E cylinder exhaust gas temperature (메인엔진 실린더 배기가

스 온도)가 ‘High’라는 「SL008」 슬로우다운 알람이 발생 하였

다면, 우선 알람이 실제로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센서이상 등으로 발생하였는지를 검증 하여야 한다. 배기

가스 온도 센서는 보통 실린더 헤드에 부착이 되는데, 고온과 진

동으로 인해 온도센서와 연결된 케이블의 피복이 경화되어 누설

전류가 흐르거나 센서내부의 접점이 단락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 

따라서, [MA016~027]_M/E No.1~12 cylinder exhaust gas 

temperature 항목을 체크하여 기준온도 {High (>390℃) or 

HighHigh (>400℃)}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실제 배기

가스 온도의 상태가 ‘High’ 혹은 ‘HighHigh’라면 고장진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은 배기계통 운전시간, 연료유 

온도 혹은 연료유 압력이 이상이 있을 때라고 정의 하였다. 연료

유에 온도나 압력에 이상이 생겨 연료분사가 불량하게 되면 착화

지연이 발생하고, 후 연소가 일어나 디젤 녹크가 발생하면 배기

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만약 배기계통 중 배기밸브의 운전

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갔다면 

[H_Exh_1(~12)]_M/E No.1~12 exhaust valve run hour항목을 

체크하여 운전시간이 8,000 hour를 초과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고장 원인이 배기밸브의 운전시간 초과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

게 되면 A_Exh_VV 항목을 데이터 베이스에서 불러와서 고장 해

결 방법(Action)을 UI에 출력한다. 

위의 과정을 rule으로 표현하면 그림 좌측 상단의 

knowledge(rule)과 같은데, rule for cause는 3개가 되고, rule 

for action은 1개로 정리된다. 좌측 상단의 한 문장으로 표현된 

knowledge(rule) 에서와 같이 각 체크 항목의 결과값 (High, 

Long)은 rule의 조건식 (IF)의 Input value가 되고, Output value 

는 ‘Action = A_Exh_VV’가 된다.

2.3.2 퍼지논리 설계

퍼지 이론은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을 두뇌

가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론이

다 [17].



Fig. 6 Fuzzy Linguistic Variables

Fig. 5 Example fuzzy system fault tree

Fig. 7 Structure of M/E diagnostic program

AMS(Alarm Monitoring System)의 온도와 관련된 알람을 생각

해 보자. 온도가 적당하면 알람은 울리지 않을 것이며 엔진은 정

상적으로 운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온도가 기준점을 올라가게 

되면 알람을 발생시키고, 엔진은 슬로우 다운이 된다. 만약, 5

0℃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49℃까지는 정상이던 기계가 1℃차

이로 50℃가 되어 상태가 high되어 abnormal alarm을 발생시키

는 것은 의도하는 결과가 아니다. 즉, high나 normal인 값은 넓

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하나의 값

으로 이것을 정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

다. 퍼지 이론을 적용하면, high나 normal을 membership 

function(소속함수)으로 현실과 유사하게 표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도한 판단을 시스템이 내릴 수 있다.

 Fig. 5는 fuzzy가 적용된 고장진단 시스템의 동작을 보여준

다. CW004가 51℃,  CW029가 36℃, CW030이 0.7kg/cm2라면 

기존의 fault tree에서는 CW004의 온도상승원인을 판단하지 못

하지만, fuzzy 시스템에서는 온도상승의 원인을 CW030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g.6은 CW004와 CW02의 membership function을 조합하여 

만든 FLV(Fuzzy Linguistic Variable)이다. Fuzzy System은 각각

의 FLV를 기본으로 하여 추론을 하며 각 추론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Step 1 : Fuzzification

Step 2 : Rule evaluation

Step 3 : Aggregation of rule consequents

Step 4 : Defuzzification

3. 고장진단 프로그램

3.1 고장진단 프로그램 구조

Fig. 7은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과 같

이 고장진단 프로그램은 지식을 규칙 (if-then rules)으로 표현하

는 Knowledge-base와, Knowledge-base에 저장된 규칙의 조건 

과 비교할 때 사용되는 사실들의 집합을 저장하고 있는

Monitoring Database, 그리고 Knowledge-base를 호출하여 

slow-down alarm의 cause, action tag를 전달받고 action 

database로 부터 받은 action command와 fault tree를 화면에 

출력하는 User Interface의 3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각의 하위 시스템은 독립되어 동작한다. 그리고 

Knowledge-base는 Python으로, Monitoring Database는 

MS-SQL을 사용하여 구축하였고, User Interface는 C#으로 구현 

하였다. 각각의 하위 시스템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확장성이 좋다.



Fig. 9 Structure of knowledge-base

Fig. 8 Screen of diagnosis form

3.2 고장진단 프로그램의 세부 모델

3.2.1 Monitoring database

Monitoring database는 MS에서 공급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인 SQL 

Server 2008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테이블은 사용 목적에 따라 

Action, Operating Hour, AMS, Alarm Generator의 4가지로 분

류하였다. 

3.2.2 Knowledge-base

Knowledge-base는 고장진단을 위한 knowledge를 rule 

(if-then)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다. 구현에 사용된 Python은 스크

립트 언어인데, 손명조 등[18]과 Son 등[19]은 스크립트 언어 

(Lua, Python)를 C++에 임베딩하여 전술처리기를 구현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Fig. 8은 Python으로 구현 된 knowledge-base의 구조를 나

타낸다. Knowledge-base는 총 5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있다.

모듈은 python 프로그램으로 된 파일 혹은 C로 만들어진 

python 확장 파일을 말한다. 동작순서를 설명 하면, DB Handle 

모듈이 Monitoring data에서 슬로우다운 알람 데이터를 검색하여 

획득한다 (①). Find (Sub) Abnormal에서 알람의 발생원인을 검

색하고 (②~③) 필요에 따라서 퍼지 모듈을 호출하여 고장진단을 

행한다 (④).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면, Action 모듈을 호출 (⑤)

하여 DB Handle 모듈로 Action 테이블의 Action_Tag를 검색해

서 반환 받고 다시 이 값을 UI로 반환한다. 

3.2.3 User Interface

User interface는 기관사가 고장진단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전체 시스템은 .Net 2008의 기본언

어인 C#으로 구현하였으며, DB Handle 클래스, Python 

Embedding 클래스, Diagnosis 클래스, Main Form 클래스, 

Diagnosis Form 클래스로 구성된다.

Fig. 9는 Diagnosis Form의 실행 화면이다. 프로그램의 동작

은 아래와 같다.

① Diagnosis탭을 누르면 list box 및 data grid view가 배치된 

창이 나타난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Set Data DataGridView는 

Monitoring database의 Alarm generator 테이블에서 불러온 test 

알람의 시퀀스이다.

② Update query list box는 test 알람 시퀀스 데이터를 SQL

의 명령어로 변경시킨 내용을 표시한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Monitoring database의 AMS테이블과 Operating hour 테이블의 

정보가 변경되어 알람이 발생한다.

③ Get Data DataGridView는 슬로우다운 알람의 발생을 확인

하는 창이다.

④ Diagnosis Result data grid view는 슬로우다운 알람에 대

한 고장진단 결과를 나타내는 창이다.

⑤ Fault tree는 고장진단의 경로를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디젤엔진에 슬로우다운 알람이 발생 하였

을 때 기관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장진단 프로

그램을 연구하였다. 프로그램의 구현을 위해 고려한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특별한 장치의 추가 없이 고장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 및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재 운항중인 선박의 디젤엔진과 보조시스템의 동작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매뉴얼, 운전지침 등을 전산화하였

다. 그리고 기기 운전시간, 온도, 압력 등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

여 발생가능 한 고장 원인을 유추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였다. 

선박디젤엔진의 모니터링 데이터 및 운전시간 데이터 등을 

SQL을 이용하여, monitoring database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고장진단 방법을 fault tree로 정의하고 퍼지 기법을 입력 값에 

적용한 knowledge-base를 스크립트언어인 python으로 구현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종 언어로 구현된 knowledge-base와 

monitoring database를 인터페이스하는 user interface를 C#으

로 구현하였다. 각 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언어로 독립적으로 구

현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유연하고 확장이 쉽다.

제안한 시스템을 실제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할 

연구는 우선, 제안한 시스템과 선박 자동화 시스템의 연동을 통

해 실시간 고장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젤엔진

의 일반 알람 및 기타 보조기기의 알람의 고장진단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확장에 대한 연구가 요구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장진

단이 쉽도록 선박의 방대한 알람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전산화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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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대기 온도차에 따른 선체블록 주판의 부가 면외변형 예측

하윤석(삼성중공업), 이명수(삼성중공업)

요 약

선체블록이 탑재되기 위하여 외업과정으로 진행될 때, 대부분의 블록은 날씨/직사광선 등에 대하여 쉘터 등으로 보호받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 이 때 태양으로부터의 복사광선을 받게 되는 갑판은 주위 대기온도보다 상승하게 되고, 갑판 하부에 대기온도

와 유사한 조건의 구조물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팽창하게 된다. 그러나 노출된 갑판부는 팽창하지 않는 하부구조와 연결되어 있

는 관계로, 실제 실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면외변형이라는 좌굴 거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기온도와 강판온도 간 차이를 

이 현상의 주요 인자로 보고, 온도차이를 기준으로 초기 용접 및 구조 변형의 형태로부터 언제 얼마나 추가적인 면외변형이 발생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갑판의 정도 검사는 대개 낮에 이루어지므로, 종래 블록의 정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말의 억울

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였으나, 이와 같은 일시적이고 부가적인 환경에 의한 면외변형량에 대한 논리적 자료가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실제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When ship blocks are erected or pre-erected, most blocks will be outdoors which is not protected from the weather 

and the direct rays of the sun. A deck plate that is given convection heat transfer from the sun will have higher 

temperature than it of surrounding air, and will expand more than lower laying structures whose temperature is similar 

with air. But deck plate and under-structures are connected, so the deck plate will be under buckling movement 

(out-of-plane deformation) rather than expand in length.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air and plate as a major parameter, and analyzed how much additional deformation would take place and 

when it would from initial deformed shape by welding or structural reasons according to temperature difference. 

Because the accuracy inspections of deck plate will be done during daytime, conventional accuracy controller could 

feel unfair. Now, we found resonable datum about momentary additional out-of-plane deformation due to 

environmental effects. The real deformation values could be specified even under enlarged deformation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선체 블록은 대조립 블록 이후 공정부터 일반적으로 외업으로 

분류된다, 공장 밖에서 선체 블록이 건조되는 과정은 선행 건조

나 탑재 과정은 물론, 최근의 블록 대형화를 꾀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메가/기가/테라 블록 작업장 모두 대부분 쉘터의 보호없이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날씨에 대해서도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이거니와, 태양에 의한 직사광선에도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태양의 직사광선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

장되는 환경영향의 인자이다. 다만 계절에 기인하여 태양의 고도

가 높아지는 철에는 입사각의 사인값에 비례하는 복사 열전달

(Frank P. I., et al., 2008)에 의하여 강판의 온도는 대기의 온도

보다 수십도 가량 상승하게 된다. 온도 변화는 재료 자체의 열팽

창 계수라는 물성치에 의하여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일으킨다. 

그런데 블록의 갑판 구조 아래에 있는 하부 구조물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기의 온도와 유사한 온도분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갑판은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열팽창 하려

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팽창을 저해하는 갑판 하부 구조와는 용

접 등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블록의 길이나 폭 등과 같

은 치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구조와의 연결된 곳 사이

에서의 면외변형으로 정도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론지 보강재와 프레임 보강재로 둘러싸인 영역들이다.

Fig. 1 Principle of additional deformation during daytime

이러한 정도불량은 복사광선에 의한 낮시간의 일시적인 것이

지만, 야드에서의 정도 검사는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므로 정도과

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통적으로 본 건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변형이 복사광선에 의한 

추가변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

측된 변형량 중 과연 얼마가 실제 면외변형량인지에 대하여 확신

을 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몰 후나 일몰 전에 한번 더 갑판의 면외변형 정도를 

계측하여 선주나 검사관을 설득시키는 경우가 있는 등 시간이 소

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인 낮시간의 부가적

인 면외변형에 대하여 강판온도와 대기온도 그리고 종보강재간 

간격이 파악되면 현재 육안으로 관측되는 면외변형 중 일시적인 

팽창에 의한 것이 얼마나 되는 지를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형의 거동이 좌굴현상으로 설명되는 만큼, 초기 정도

의 중요성도 같이 설명되도록 하였다.

2. 면외 변형 실계측 자료

주판의 면외변형을 좌굴 거동이라는 점에서 고찰하면, 열팽창 

즉시 바로 면외변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하

부구조에 의한 저항을 견디다가, 내부 응력이 좌굴 응력을 넘어

서는 순간 면외변형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좌굴거동이 

초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우리는 대조립 직후의 선체

블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영역을 이미 지적한 바, 

이러한 영역은 내업과정에서 용접변형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면

외변형이 필렛용접쪽 면으로 변형한다는 것이 잘 알려진 부분이

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업공정은 대조립 블록 조립 직후 아직 지

그 위에 데크베이스로 위치한 상태에서 현재의 면외변형을 곡직

으로 (정도관리 수준까지) 수정한다. 대조립에서의 정도관리 면

외변형 수준은 4mm 정도이다.

Location Time

Amb.

Temp.

(℃)

Steel

Temp.

(℃)

Deformation

(mm)

1

15:00 25 60 12.9 

19:15 14 25 3.7 

05:40 13 14 3.7 

14:10 22 47 8.5 

2

15:00 25 63 17.0 

19:15 14 25 5.3 

05:40 13 13 4.6 

14:10 22 44 12.5 

3

15:00 25 66 12.6 

19:15 14 25 4.0 

05:40 13 13 4.0 

14:10 22 49 7.5 

4

15:00 25 58 17.0 

19:15 14 25 5.8 

05:40 13 14 5.8 

14:10 22 42 10.7 

5

15:00 25 66 13.9 

19:15 14 26 2.7 

05:40 13 13 2.4 

14:10 22 49 9.2 

6

15:00 25 58 19.0 

19:15 14 23 6.5 

05:40 13 13 5.5 

14:10 22 45 14.5 

Table 1 Measured data of out-of-plane deformation

일반적으로 선체블록에서 주판이 12t 이하인 경우의 곡직률은 



100%에 달한다. 따라서, 옥외로 노출되기 직전의 초기 변형은 

정도관리 수준인 4mm라고 가정되어도 합리적이다. Table 1 및 

Fig. 2는 실제 건조 중인 선박의 갑판(8t)부 면외변형 계측자료이

다. 본 자료를 통하여 저녁이나 새벽 시간 등 강판-대기 온도차

가 크지 않은 시간대의 자료를 통하여 대조립의 일반적인 면외변

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자료는 강판과 대기의 온

도차가 낮시간의 추가 면외 변형을 만들어내는 주요 인자라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정영역에 과대 면외변형

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강판-대기 온도차가 존재했

다면 그 차이가 좁혀지면서 변형이 원래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에서는 Table 1의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주

인자를 강판-대기 온도차로 잡고 도시하였다. 추가 면외변형이 

없다고 가정한 부분은 05:40 시간대를 통해 강판과 대기간 온도

차가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강판-대기 온도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 

시간대에서 항상 면외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체로 Table 1 및 Fig. 1에서 

19:15대의 자료로부터 유추가 된다. 그러나 온도 차가 상당히 발

생한 영역-시간대에서는 예외없이 부가적인 변형량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허용 공차를 매우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밝혀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전

의 정도관리가 매우 양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 정도 평가에 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Fig. 2 Out-of-plane deformation about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teel and air

3. 온도차에 따른 면외변형

온도차에 따른 면외변형을 구하기 위하여 변형된 상태의 주판

의 단면을 적절하게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Sine 함수와 같은 삼각함수를 이용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최종상태가 이웃하는 영역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기

준으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Fig. 3을 통해 도

시하였다.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종보강재가 뒤틀리지 않고 자신

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변형의 형상이 용접변형의 경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론지간 간격()에서 삼각함수의 

한 주기가 모두 나타난다. 두 번째 경우는 갑판 위의 의장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하여, 종보강재를 절점으로 요철변형이 일어나

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식 (1)과 (2)를 통하여, 육안

으로 드러나는 면외변형량에 대한 변수로 b, c를 설정하였으므

로, 첫 번째 경우에는 면외변형량이 진폭의 두 배가 되고, 후자

의 경우에는 변형량과 진폭이 유사한 경우가 된다.

Fig. 3 Aspects of out-of-plane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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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두 함수 중 식 (2)로 제시된 개형은 식 (1)의 형태가 

진폭과 주기가 모두 2배씩 길어진 형태에 해당하므로, Fig. 3에

서 제시된 구간에서는 두 경우의 곡선의 길이는 면외변형량이 같

은 경우 모두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판-대기 온도차와 

추가 면외변형량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 두 가지 경우 중 유도

과정이 좀 더 편리한 과정을 따를 것이다. Fig. 3의 곡선의 길이

는 열팽창으로 인하여 늘어난 총 길이와 같아야 한다(식 (3)). 식 

(3)에 포함된 미분을 계산하면 식 (1)의 경우는 Sine 함수가 도출

되고, 식 (2)의 경우는 Cosine 함수가 도출된다. 어느 경우나 음

함수의 형태를 갖게 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식 (4)와 같은 Elliptic 

적분함수의 기본형태가 도출된다. 이러한 형태는 표준 Taylor 

series가 알려져 있다. 식 (4)로 표현된 Elliptic 적분함수의 6차항

까지의 Taylor 전개를 이용하여 식 (3)을 푼 결과는 식 (5)와 같

다.

 ∙∆ 




 ′  (3)

where,   : Heat Expansion coefficient (1/℃)



       ∆  : Temperature Dif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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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 (5)를 고찰하면 두 번째 항부터가 신장된 길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식 (3)의 좌변에서 열팽창계수와 온도차로 

이루어진 신장량에 대한 항과 같다고 둘 수 있다. 결과도출을 원

하는 면외변형량 변수 b는 짝수차 항만 등장하므로, 8차항까지 

도출되는 경우는 논리적인 해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Elliptic 

적분 함수는 Taylor 급수로의 수렴이 매우 좋은 함수는 아니므로, 

Elliptic 적분함수값을 도출해주는 상용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Wolfram사의 Mathematica를 여 식 

(6)의 결과를 도시(Fig. 4)하였다. Fig. 2에 제시된 계측결과를 

같이 도시하였는데, 당사 계측 대상 선박의 종보강재 간격인 

800mm를 이용하여 식 (6)이 계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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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ig. 4 Additional displacement by Eq. (6)

& measured datum

 

4. 초기변형에 따른 좌굴거동

Fig. 4의 개형이 계측자료와의 좋은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

다. 특히 10도 안팎의 온도차에 대하여 추가변형량이 미미한 것

으로 조사된 계측 자료는 본 현상이 좌굴거동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Fig. 3의 두 가지 경우는 추가면외변

형량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갖지만 좌굴거동에 대해서는 매우 다

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초기 변형이 존재하는 것에 대

하여 편심이 발생하는 과정은 무시하되, 초기 변형의 양상은 최

종 거동의 좌굴 모드를 지배한다고 가정하고, 두 가지 경우에 대

한 좌굴의 시작점을 온도차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선체의 경우 

약 3~4m 간격의 횡보강재간 중앙부가 계측 지점이므로, 판좌굴

로 계산하지 않고 횡보강재가 무시된 기둥의 좌굴로 계산하였다.  

Fig. 3이 보여주는 형상에서의 좌굴 모드는 각기 2, 1 이다. 이 

모드에서의 임계하중(James M. G. 2004)값과 열팽창분이 압축

변형만큼 종보강재 위치에서 받을 힘을 같다고 두면, 주어진 종

보강재 간격과 판두께 하에서 강판-대기간 온도 편차로 표현(식 

(7))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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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ere, h : Plate thickness (mm)

        : Critical force of buckling (N)

Fig. 4에 Fig. 3의 두 가지 경우의 좌굴 거동을 반영하여 새로 

도시하면 Fig. 5와 같다. 갑판에서의 변형은 대부분 초기 용접변

형으로 인하여 특별한 외부 하중이 없는 한 대부분 식 (1)로 표

현된 Fig. 3의 상부 그림과 같다고 가정하면, Fig. 5를 통해 제시

된 추가 면외 변형량 값(Fig. 5의 untwisted channel)은 계측 자

료와 좋은 일치를 보여준다.

Fig. 5 Additional displacement governed by buckling



5. 종보강재의 응력평가

본 연구는 주간 선주 검사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수행된 바, 

다시 복귀될 면외변형량이 얼마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가적 면외변형량이 발생하여 하부의 종보강재를 비틀었을 때

는 비록 주간이라 하더라도 응력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보강재는 횡보강재간 정중앙에서는 

앞선 거동으로 설명될 수 있고, 횡보강재와 맞물리는 곳에서는 

고정단인 상태이다. 보강재간 중앙부 면외변형이 유발하는 종보

강재 위치에서의 기하학적 조건은 마치 강제변위처럼 종보강재

를 비틀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응력평가에서 최악의 경우는 빈번

하게 등장하는 Fig. 3의 상부 형태가 아닌 보강재가 비틀리는 경

우인 하부 형태(식 (2))가 된다.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기 위하여 강판-대기 온도차 45도(예를 

들면, 대기 25도/강판70도) 및 초기변형 4mm를 가정(대조블록

까지 정도관리 허용공차)하면, 주간 최고변위는 16mm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는 Drill Ship의 Mud 

Module Deck과 같이 8t안팎의 얇은 주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두께의 주판에서는 Fig. 6과 같은 채널 형태의 종보강재

가 많이 사용된다. Fig. 6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양단 종보강재의 

뒤틀림은 식 (8)로 계산된다.

Fig. 6 Twisted channel due to plate therm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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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력을 검토하는 해석에서는 식 (8)에서구한 강제(회전)변위값 

외에도 종보강재가 설계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최대하중도 같이 

부여하여 재료 자체의 허용강도를 넘는지를 같이 관찰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종보강재에 12kN/m를 담당하는 설계를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뒤틀림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주어진 

설계하중은 최대 126MPadm 유발하는 데 비하여, Fig. 6의 좌측

과 같이 시계방향(CW)으로 회전한 보강재는 191MPa가 도출되

었다. 반면 반시계방향(CCW)으로 회전한 보강재는 오히려 최대 

응력이 115MPa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급 강재로 

사용되는 최저사양인 일반 A grade의 최소 항복강도는 235MPa

이므로, 가정할 수 있는 주간 최대 변형 상태 하에서 본 설계는 

안전계수 1.25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박판일수록 제강시 

냉각속도의 자연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8t 강재의 항복

강도는 300MPa를 상회한다는 점과, 강판-대기 온도차 40도 이

상은 태양이 최고도에 이르는 6월 등 연중 매우 일순간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정오에 잠시), 그리고 설계 최대 하중이 동시에 작

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연구의 FEM 해

석 결과에 의한 현재의 설계가 주간 열팽창에 견디는 부분은 충

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Fig. 7 Stress results of twisted channel

6. 결 론

맑은 날 주간에 복사현상으로 발생하는 선체블록 주판의 일시

적 추가 면외변형에 대하여

1. 같은 곳의 면외변형을 강판/대기 온도차 별로 계측한 자료

를 분석하고, 해당 변형은 온도차가 없어지는 대로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2. 강판-대기 온도차를 변수로 하는 추가 면외변형량에 대한 

정식화를 수행하였다.

3. 주판의 초기 변형 모드에 따라 면외변형의 발생이 시작되

는 온도차에 대한 해를 좌굴거동의 임계하중으로부터 도출하였

다.

4. 면외변형이 유발하는 종보강재의 비틀림에 대하여 응력적

인 면에서도 강건함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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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센서를 이용한 선박의 부식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개발

김영훈, 김영복, 박준수(경남대학교 조선해양IT공학과), 정인출, 정현주(STX조선해양), 

조영욱((주)레디오스), 이승환((주)케이씨), 도희찬((주)유리정보  

요 약

선박은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선박의 부식발생 정도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선박을 리도킹하여 부식이 

발생한 곳은 전 처리한 후 도장작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재를 보강하는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최근 선박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도장, 희생양극 및 I.C.C.P(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음극방식

(Cathodic Protection)의 경우 선박의 외판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밀폐된 밸러스트 탱크구역의 경우에는 

overprotection에 의한 폭발성 수소가스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해군의 “The Annual 

Cost of Corrosion for Army Ground Vehicles and Navy Ship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유지 비용의 약 40%가 부

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다. 최근 개발된 부식감지기술은 토양 환경 및 대기환경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항시 해

수에 침수되는 선박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기술을 이용하여 선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부식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부식 

센서를 개발하여 해수 침적 환경에서 부식센서 자체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부식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특히 선박 운항 중에도 실시간 부식을 모니터링하고 원하는 부위를 방식하는 선택적 방식기법을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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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소에서 생산공정관리는 하루라도 쉴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다. 특히, 공정현황 

모니터링은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없이는 상당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한 

업무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일 업데이트가 필요한 공정현황 관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산관리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손실을 줄이고,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 시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선박 생산공정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박생산에 필요한 주요 공정관리자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고, 연관된 생산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생산공정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하여 생산공정현황이 

궁금한 담당자라면 누구나 공정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공정분석 및 공정예측 관리를 원활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제안된 

시스템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시에 핵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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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shipbuilding yard, several ships are built at the same time. And also each ship is 

made up with hundreds of various types of steel-plates. So most dockyards have their own 

steel yard, and manage thousands of steel-plates in their own way. Proper steel-plate 

management systems like a warehousing, pile, delivery are quite efficient. But they manage 

many parts manually. So many problems are generated on the steel plate check, control, 

and operator safety. In a traditional method for managing steel-plate, people write marking 

code and mark pile code where to go on the plate. And also people check plates’ position 

after crane moves plates intermittently. It spends too much working hours, causes many 

mistakes on manual checking, and dangerous because workers have to get around steel 

yard while several cranes move the steel-plates. First of all, the each panel’s information 

includes stock position, entry time or release time to steel yard is not accurate because all 

of the information does not synchronize with a steel-plate in kind in real tim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integrated steel-plate information system using 

magnetic-crane auto tracking system, which automatically manages and traces the steel-

plate from warehousing, stock to delivery in real time. We can check a breakdown of 

panel’s warehousing or release. And also this system records the each panel’s position as 

often as the stock position changed. We apply this integrated steel-plate information 

system to our workplace. As a result, a steel yard supervisor is able to find where missing 

panels are, and can trace the last position of the missing panel, which can go to the core 

of the main reason for steel-plate missing. 

※Key words : Steel-Plate (강재), Steel Yard (강재 적치장), Magnetic-Crane (강재 운송 마그네틱 

크레인), Auto-Tracking (자동 추적), Steel-Plate Information System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 

Missing Steel-Plate (손실 강재), Databas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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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을 건조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인 강재는 선박의 여러 부

분에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선박 제조업체는 선박을 설계하

면서 특성에 맞게 강재를 발주하고 강재 생산업체는 그에 맞게 

강재를 생산, 납품한다. 선박 제조업체는 강재 생산업체로부터 

강재를 납품 받은 후, 실제 강재가 선박에 사용되기 전까지 강재 

적치장에서 강재들을 관리한다. 

선박 설계 시에는 선박의 종강도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박

의 각 부분마다 그에 적합한 강도와 탄성을 가진 강재를 배치하

게 된다. 선박의 제조 과정 동안 다양한 재질 특성과 다양한 사

이즈의 강재가 설계 정보에 맞게 적재 적소에 투입되기 위해서

는 강재 적치장에서의 강재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Daniel 

L. Williams, 2001) 

강재 적치장에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강재 적치 관리 업

무를 수행 한다.(그림 1) 첫 번째로 트레일러가 강재를 싣고 적

치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작업자가 입고된 강재에 대한 송장 정

보를 확인하는 강재 입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입고

된 강재들을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여 강재 적치장 내에 종류별

로 분류, 적치하는 강재 선별 작업을 수행한다. 선별 작업을 통

해서 강재 적치장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강재가 호선, 블록 별로 

구분되어 적치되게 된다. 강재 적치장에 쌓여있는 강재들은 현

장 요구에 맞춰서 이적, 전처리, 또는 반출 처리 된다. 강재 절

단 일정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맞춰서 강재를 전처리장으로 투

입해야 하는데, 전처리 투입에 앞서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처리 대기 위치로 강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강재 이

적 작업이라고 하며, 이적된 강재는 일정에 맞추어 전처리 장으

로 투입된다. 입고된 강재 중에서 또 다른 선박 제조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인 강재들은 외부 업체로 반출된다. 강재 적

치장 내에 적치된 모든 강재에 대해서 위와 같은 관리 업무를 수

행함과 동시에 개별 강재에 대한 입고, 선별, 이적, 전처리, 반출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까다롭다. 

 

 

그림 1. 강재 적치 관리 업무 프로세스 

 

실제로 강재 적치장 작업자는 많은 부분을 수작업으로 관리한

다. 강재 입고 시 하역장의 배재 작업자는 그림 2와 같이 강재 

상면 하단에 강재 마킹 번호를 기입한 후, 호선, 블록 별로 할당

된 적치 위치인 파일 번호를 좌측 하단에 기입한다. 크레인 작업

자는 배재 작업자가 기입한 강재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육안으

로 확인한 후, 해당 위치로 강재를 선별 적치한다.(Yu, J.H., 

2008) 

이러한 수기 관리 방식은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나, 작업자의 

업무 능력이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례로 강재 

마킹 번호를 강재 측면에서 확인 후 상면에 다시 적는 과정 중에 

실수가 많이 발생한다. 마킹 번호가 잘못 기입된 강재는, 호선, 

번호에 따라 적치 위치가 할당되게 되므로 잘못된 위치에 적치

되게 되며, 이는 추후에 손실 강재로 처리되어 이를 다시 찾고 

재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과다한 추가 시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개별 강재에 대한 적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

재가 이동됨과 동시에 강재 적치 위치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

하는 작업자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

라도, 개별 강재의 모든 이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추적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강재 적치 현황 

정보를 관리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그림 2. 강재 상면 수기 마킹 정보 및 적치 위치 마킹 정보 

 

이에 본 시스템에서는 개별 강재에 대한 적치 현황을 실시간

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물 입고 강재에 대한 전산 입고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크

레인이나 컨베이어를 통한 모든 강재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자동 

추적되며, 개별 강재 하나 하나에 대한 입고 내역이나 반출 내역

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강재에 대한 적치 현황뿐만 

아니라 강재 적치장 내의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 상황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해 진

다. 해당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은 현재 STX조선해양 진해

조선소 강재 적치장에 현장 적용이 완료된 상태로서, 강재 원자

재 관리를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과 함께 강재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현재 강재 적치장 내의 작업을 자동화 및 전산화 하기 위하여, 

강재 적치장 내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강재, 적치장, 크

레인, 컨베이어 등의 모든 객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들

이 현장 작업과 동일하게 전산 시스템 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강재 적치 관리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강재가 입고 되었을 때 현

물 입고 확인이 가능한 입고 프로그램, 전산 입고된 강재의 위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크레인 추적 프로그램 및 실시간 

강재 모니터링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되

는 강재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으

로 구성된다. 

 

 

그림 3. 강재 적치 관리 시스템 내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흐름 

 

2.1 강재 입고/관리 프로그램 

 

실시간 강재 적치 관리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작업자는 현

물 강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정보 입력 작업을 빠르게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는 tablet PC에서 구동할 

수 있는 입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작업자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할 

작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강재 입고 작업 : 현물 입고된 강재를 송장 조회를 통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전산 입고하는 작업 

(2) 강재 반출 작업 : 반출될 강재에 대한 예약 처리를 통

해 반출증을 출력하고, 실제 반출된 후 전산상의 강재 

정보를 출고 처리하는 작업 

(3) 강재 정보 수정 : 오류 강재 정보를 수정하여 현물 강

재 정보와 전산 강재 정보를 동기화시키는 작업 

 

강재 입고 관리 모듈을 통하여 현장 작업자는 현물 입고된 강

재에 대하여 전산 입고를 수행한다. 우선 입고된 현물 강재 정보

를 확인 후 호선, 블록, 두께 정보를 입력하여 ERP 상에 관리되

는 강재 출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 출하 데이터베이스 상

의 송장정보와 현물 강재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강재가 

적치된 순서대로 전산 입고 확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강재 반출 작업의 경우에도 현장 작업자가 입고/관리 프

로그램을 통해서 반출 예정인 강재에 대하여 차량 무게 별로 분

류하여 반출 예약을 한 후 반출증을 출력할 수 있다. 반출 예약

된 강재에 대하여 실제 반출 작업이 수행되었을 때, 작업자는 프

로그램을 통하여 강재들이 트레일러에 제대로 적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확인 후 반출 버튼을 클릭하여 전산상의 

강재 정보를 반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고/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재의 입고 및 반

출 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개별 강재에 대한 입고 및 반출 내역

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는 후에 설명할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

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손실 강재에 대한 위치 추

적을 가능해 진다. 

 

 

그림 4. 강재 입고/관리 프로그램 구성 모듈 

 

2.2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전산 입고된 강재가 적치장 내에서 크레인이나 컨베이어를 통

해서 이동되는 동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 변화

하는 적치장 내 강재 적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크레인의 동작을 실시간

으로 감지하기 위하여 크레인 위에 다양한 종류의 위치 센서와 

무게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크레인의 동작 신호를 수집하며, 수

집된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하여 중앙 서버에 전송하도록 구

현하였다. 중앙 서버에서는 크레인 신호를 분석하여 현재 작업 

현황을 강재 적치장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구현된 실시간 강재 

모니터링 프로그램 상에 보여준다. 

 

2.2.1. 실시간 크레인 추적 시스템 

크레인의 3축에 대한 위치 이동을 감지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크레인 상에 Position Detect 센서를 설치하였다. 각각의 

Position Detect 센서는 크레인의 움직임에 따라 x, y, z축의 위

치 이동을 감지하며, 추가로 보정 센서를 설치하여 미세한 위치 



 

 

이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게 측정은 크레인이 강재를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았을 때 발

생하는 무게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무게 측정 센서를 설치하였

다. 또한 모든 크레인 데이터는 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제어되

고 서버와의 통신은 무선으로 처리된다. 

크레인 작업자는 크레인 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서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위치 및 들고 있는 강재 정보 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강재 선별 및 이적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실시간 크레인 추적 시스템 

 

2.2.2. 실시간 강재 모니터링 프로그램 

크레인 신호를 중앙 서버에서 수집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

한 실시간 강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

램은, 강재 적치장 작업 알고리즘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작업 결과를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크레인 모

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작업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6. Panel Monitoring Program 아키텍처 

 

강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은 레이아웃 배치

로 구성하였다. 강재 적치장의 실제 레이아웃을 반영하여 현장 

상황 및 크레인 동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크레인의 움직임과 컨베이어의 움직임이 프로그램 UI 상에

서 실시간으로 표현되며, 크레인의 위치 및 들고 있는 강재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재 적치 관리 작업 시 강재 상면 마킹 실수, 파일 번호 마킹 

실수, 크레인 작업 실수 또는 프로그램 오류 등 다양한 종류의 

작업 착오가 발생하게 된다.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작업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 오류 알림 창 및 알림 

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또한 현장 관리자가 수

립해놓은 적치 운영 계획과 비교하여, 잘못 적치된 강재는 해당 

강재가 적치된 파일의 색이 변하도록 구현하였다. 현장 관리자

가 오류 메시지 또는 프로그램 UI 상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작업 

착오를 신속히 감지하고 실제 현장 작업 실수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 실수를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그림 7.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강재 DB 관리 

 

2.3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 

 

강재 적치 관리 시스템에서는 강재 입고/관리 프로그램을 통

해 생성된 강재 정보가 실시간 강재 적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은 현

장 작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

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

재 적치장의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가 강재 적치 현황 정보를 손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로 강재 적치장의 파일 별 적치 운영 계획을 관리할 수 

있는 적치 운영 관리 기능을 개발하였다. 현장 관리자는 적치장 

파일 별로 호선, 블록을 할당하는 적치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적치 운영 계획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실시간 강

재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강재 이동 작업이 발생했을 때, 운영 

계획과 비교하여 강재의 적치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로서 사용한다.  

두 번째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개별 강재에 대한 적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



 

 

용할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 1과 같이 6가지 주

요한 기능을 개별 모듈로 구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

장 작업자 및 관리자는 특정 강재에 대한 적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검색 필터를 통한 강재의 검색, 그리고 개별 강

재에 대한 입고, 이동, 반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8.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 구성 모듈 

 

표 1.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 주요 기능 

구성 모듈 주요 기능 

강재 적치현황 조회 적치장 내 강재 적치현황 조회 기능 제공 

강재 검색 검색 필터를 통한 강재 조회 기능 제공 

강재 입고내역 조회 날짜 별 강재 입고 내역 조회 기능 제공

강재 반출내역 조회 날짜 별 강재 반출 내역 조회 기능 제공

강재 이동내역 조회 강재 위치 이동 내역 조회 기능 제공 

강재 적치현황 점검 강재 적치 오류 내역 조회 기능 제공 

 

3. 현장 적용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은 설계 및 개발이 완료된 후, 현장 구축, 

테스트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강재 

적치장에 현장 운영 중이다. 

강재 입고 시 tablet PC를 이용한 강재의 현물 입고 확인, 강재 

이동에 따른 실시간 위치 추적, 강재 현물 조회 및 강재 적치장 운영 

계획 관리, 개별 강재에 대한 입고, 이동, 반출, 전처리 이력 관리 등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교육이 현장 작업자 및 관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었고, 

작업자의 요청 사항이나 추가 개발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 진행 중이다.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강재의 적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강재 관리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손실 강재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 강재에 대한 입고 이력, 이동 이력, 반출 이력을 조회해 

봄으로써 손실 강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졌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강재 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 

 

 

4. 결 론 

지금까지 강재 적치장 내의 업무를 자동화, 전산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 개발, 현장 테스트 후 

현장 적용을 완료하였다.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은 크게 입고/관리 프로그램,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치장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재 적치장 내 모든 강재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통합 강재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시작으로, 향 후 조선소 전반에 

걸친 생산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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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선체 블록의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사이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을 고려한 선체 블록 러

그 최적 배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중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체 

블록 러그 최적 배치 시스템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적 접촉

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 단계로서, 러그 배치 전문가(lug arrangement expert)가 결정한 러

그의 초기 배치(initial lug arrangement), 3 차원 블록 정보(3D block data), 블록의 작업 절차

(operation sequence)를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rule-based optimal lug arrangement model)

에 전달 하면 이 모델은 모델 내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 즉 제약조건(constraint)을 만족하면

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하는 러그 배치를 계산한다. 이 때, 제약조건과 목적

함수 값은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multibody dynamics kernel)과 외력 계산 커널(external force 

calculation kernel)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되며, 계산 결과를 다시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 러그 배치를 계산한다. 이 때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은 recursive formulation 을 기반으로 운동방정식을 구성하며, 외력 계산 

커널은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nonlinear hydrostatic force), 선형 유체 동역학적 힘(linearized 

hydrodynamic force), 바람에 의한 힘(wind force) 및 계류력(mooring force) 그리고 간섭 검사 커

널(collision detection kernel)에 의해 계산된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간의 간섭 지점에서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 등을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는 러그 배치 수정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최적 러그 배치가 러그 배치 전문가의 경험 및 작업 기준에 근거

한 러그 배치 기준(lug arrangement criteria)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기준을 만족

하지 않으면 러그 배치를 수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본 논문에서는 러그 최

적 배치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을 개발하여 테

스트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육상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운반 작업에서의 블록 러그 배치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를 기존 러그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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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을 사용한 블록 반전(turn-over) 및 탑

재(erection)공정 시, 블록에 와이어로프를 연결하기 위해 러그

(lug)를 블록에 용접하여 부착한다. 이 때 와이어로프의 장력 또

는 와이어로프와 블록간의 간섭으로 인한 하중으로 블록이 변형

될 수 있으며, 러그(lug)가 와이어 로프의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수 있다. 이 때 블록에 가해지는 하중, 간섭위치 및 접촉

력은 러그의 배치(lug arrangement)에 따라 변하므로 러그의 배

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블록 반전 및 탑재 작업의 안정성이 확

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결정한 러

그의 배치를 적용하였을 때 와이어로프의 장력 및 간섭여부, 간

섭 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을 미리 계산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

다. 

기존에는 크레인을 이용한 선체 블록의 운반 작업에 필요한 

블록 러그 배치 시, 하중 및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간의 간섭 

위치를 준 정적(quasi-static)으로 고려하였다. 그런데 블록의 외

력으로 중력만 작용한다 하더라도, 블록이 가속운동을 하는 동

적인 상태라면 하중 및 와이어 로프와 블록 간의 간섭 위치는 매 

단위시간마다 변한다. 여기에 바람에 의한 하중, 또한 상황에 따

라  해상 작업 시 해상 크레인에 작용하는 유체 정역학적 힘 및 

유체 동역학적 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크레인이 

와이어 로프로 블록을 운반하는 것은 다물체계(multibody) 이므

로 다물체계 동역학(multibody dynamics)을 기반으로 운동방정

식을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러그 배치 전문가가 결정한 러그 배치를 적용

하였을 때 블록 반전 및 탑재 작업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블

록 러그 배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레인을 이용한 선체 블록의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와 선체 블록 사이의 동적 접

촉력(dynamic contact force)를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치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따라 와이어 로

프와 선체 블록 간의 동적 접촉력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블

록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선행연구(구남국 외, 2011)의 후속 연

구로서, 설계한 배치 시스템 중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

을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육상 크레인 및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운반 작업에서의 블록 러그 배치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를 기존 러그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 블록 탑재 및 러그 배치에 대한 관

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로

프와 선체 블록 사이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를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구현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 러그 배치 적용 

결과를 통해 기존 러그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

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현황 

이수범 등은 블록의 운반 또는 반전 작업을 몇 개의 하위 단

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각 와이어로프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

적인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상용 

CAD프로그램인 Pro/ENGINEER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이수범 

외, 2000)(이수범 외, 2001). 연정흠 등은 블록의 정확한 무게 

및 무게중심을 산정하고, 이 정보를 통해 러그 배치 설계 시스템

을 통하여 러그 배치 도면을 작성한 후 블록의 탑재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정적 상태에서 블록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하며, CAE 

model interface모듈을 통해 계산한 하중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

여 러그 배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연정흠 외, 2006). 그러나 이상의 논문들은 

블록이나 크레인이 바람이나 유체력등을 받아 발생하는 움직임

에 의한 동적 하중 변화, 그리고 와이어로프와 블록 간의 간섭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선체 블록의 운반 작업 중 발

생하는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와 선체 블록 사이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를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하고, 배치 시스템의 설계 과정

에 따라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간의 동적 접촉력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블록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선행연구(구남국 외, 

2011)의 후속 연구로서, 그 중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

을 개발하였다.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은 모델 내에 정

의되어 있는 규칙, 즉 제약조건(constraint)을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하는 러그 배치를 계산한다. 이 

때 제약조건과 목적함수 값은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multibody 

dynamics kernel)과 외력 계산 커널(external force calculation 

kernel)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한다. 

관련 연구와 본 논문을 비교하여 Table1에 정리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functions of the optimal lug arrangement 

system for shipbuilding block considering dynamic loads suggested in 

this paper with the related works 

 This study Lee, S.B. Yeon, J.H. 

Possibility of Block 

Lifting Simulation 
O O O 

Structural Analysis 

Support 
O* X O* 

Lug Arrangement 

Support 
O O O 

Consideration of 

Dynamic Force 
O X X 

Δ *: 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산(ABACUS) 

O *: 시스템 내에서 간단한 계산 모듈 지원 및 하중 결과를 타 시스템에 입

력 가능한 형태로 출력 지원 

 



 

 

3. 동적 접촉력을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 설계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와 선체 블록 사이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를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

치 시스템은 두 단계로 구성한다(구남국 외, 2011). 

 

3.1. 동적 접촉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Optimum 

lug arrangement considering dynamic effect) 

 
첫 번째 단계(1st phase)는 동적 접촉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optimum lug arrangement considering dynamic effect) 단

계로서, ① 먼저 러그 배치 전문가(lug arrangement expert)가 러

그의 초기 배치(lug arrangement)를 결정한 뒤, ② 3차원 블록 

정보(3D block data), 블록의 작업 절차(operation sequence) 그

리고 결정한 러그의 초기 배치 정보(lug arrangement data)를 첫 

번째 phase인 “ 동적 접촉력을 고려한 최적 러그 배치”  프로그

램 내의 “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rule based optimum 

lug arrangement model)” 에 전달한다.  

“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 은 모델 내에 정의되어 있

는 규칙 즉, 제약조건(constraint)를 만족하면서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하는 규칙을 이용해 러그 배치를 

계산한다. ③ 이 때, 최적 러그 배치 모델에서 정의된 제약조건

과 목적함수 값은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multibody dynamics 

kernel)과 외력 계산 커널(external force calculation kernel)을 이

용하여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되며, ④ 계산 결과를 

다시 “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 로 전달하는 과정을 반

복하여 최적 러그 배치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과 외력 계산 커널은, ③-(1) 물체의 속도 및 위치를 이용하

여, ③-(2)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의 

외력을 계산한다. ③-(3) 계산된 외력이 운동 방정식에 전달되면, 

③-(1)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가속도를 다시 적분하

여 다음 시간에서의 물체 속도 및 위치를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물체계 동역학 커널

은 recursive formulation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성하며(구

남국, 2010), 외력 계산 커널은 비선형 유체 정역학적 힘(Lee, 

K.Y., 2010), 선형 유체 동역학적 힘(차주환, 2010), 바람에 의

한 힘(Park, K.P., 2011), 계류력, 그리고 간섭 검사 커널

(collision detection kernel)에 의해 계산된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간의 간섭 지점에서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 

등을 계산한다. 

 

3.2. 러그 배치 수정(lug arrangement refinement) 

 
두 번째 단계는 러그 배치 수정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최적 러그 배치가 러그 배치 전문가의 경험 및 작업 기준

에 근거한 러그 배치 기준(lug arrangement criteria)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러그 배치를 

수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두 번째 단계(2nd phase)는 러그 배치 수정 단계로서, ⑤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최적 러그 배치가 러그 배치 전문가의 경

험 및 작업 기준에 근거한 러그 배치 기준(lug arrangement 

criteria)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러그 배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러그 배치 전문가가 러그 배치를 변경한 뒤 ②

번 과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Fig. 1 Configuration of lug arrangement system considering dynamic contact force 



 

 

4.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의 대상 크레인과 블록 로더의 

부위별 명칭은 다음 그림을 참조한다. 

Upper Trolley

Lower Trolley

Goliath Crane

Lug Points
Block

Block Loader

Fig. 2 Name of each part of a goliath crane 

Equalizer

Roller

 

Fig. 3 Name of each part of a block loader 

 

4.1.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 입력 값 
(1) 러그 초기 배치 정보 입력 값(러그의 좌표 벡터):  

블록 로더의 각 와이어는 롤러(roller)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러그는 블록 로더의 롤러에 연결된 와이어와 연결된다. 따라서 

러그 초기 배치정보 입력 값은 아래와 같다. 

 

� 

, , , ,

[ , , ]k k k k T
IN ij IN ij IN ij IN ijx y z=P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k: 선체 블록 러그 배치 시스템의 첫 번째 ‘ 동적 접촉

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 단계와 두 번째 ‘ 러그 배

치 수정’ 단계 사이의 iteration 중 k번째 단계 

 

(2) 3차원 블록 정보 

� 블록 무게, 블록 무게중심 및 블록 관성 모멘트 

� 블록 외판 곡면 식 

� 블록 외판에 위치한 보강재들의 위치 

,

( , , ) 0Stiffener mnf x y z =  

여기서,  

n= m번째 블록 외판의 n번째 stiffener, (n=1…d, d은 상

수) 

 

(3) 크레인, 트롤리, 블록, 블록 로더의 초기위치와 자세 

� (0) [ (0) ; (0) ; (0) ; (0) ]
T T T T T

Crane Trolley Block Loader=q q q q q

여기서, 

( )tq = generalize coordinate 

 

(4) 기타 입력 값 

� 대상 크레인, 트롤리(trolley), 블록 로더의 무게, 무게중

심, 관성 모멘트 Matrix 

� 각 블록 로더가 사용하는 롤러 개수 

� 블록작업 순서 및 내용(블록 반전(turn-over)방향, 블록 

반전작업 수행 장소, 골리앗 크레인 이동 거리 등) 

� 작업 환경(바람 속도, 파도 정보 등) 

 

4.2.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 출력 값 

(1) 최적 러그 배치 정보 출력 값(러그의 좌표 벡터): 

� 

, , , ,

[ , , ]k k k k T
OUT ij OUT ij OUT ij OUT ijx y z=P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k: 선체 블록 러그 배치 시스템의 첫 번째 ‘ 동적 접촉

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 단계와 두 번째 ‘ 러그 배

치 수정’ 단계 사이의 iteration 중 k번째 단계 

 

(2) 크레인, 트롤리, 블록, 블록 로더의 위치와 자세 계산 값: 

� ( ) [ ( ) ; ( ) ; ( ) ; ( ) ]T T T T T

Crane Trolley Block Loadert t t t t=q q q q q

여기서, 

( )tq = generalize coordinate 

 

(3)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 및 장력 방향 계산 값:  

� ( )( )e

Wirerope tF q  

 

(4) 와이어 로프와 블록간의 간섭력 계산 값: 

� ( )( ), ( )e

Contact
t tF q q& &&  

 

4.3. 설계 변수(design variables) 
이 문제의 설계 변수는 러그 배치 정보, 즉 모든 러그점의 x, 



 

 

y, z좌표 값이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러그 배치 정보(러그의 좌표 벡터): 

[ , , ]kn kn kn kn T
ij ij ij ijx y z=P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k: 선체 블록 러그 배치 시스템의 첫 번째 ‘ 동적 접촉

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 단계와 두 번째 ‘ 러그 배

치 수정’ 단계 사이의 iteration 중 k번째 단계 

n: ‘ 동적 접촉력을 고려한 러그 최적 배치’ 단계 내의 

iteration에서 n번째 단계 

 

이 때,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이 입력 받은 러그 초

기 배치정보 입력 값은 설계 변수의 초기값이 된다. 

총 설계 변수의 개수는 롤러의 총 개수에 3을 곱한 값과 같으

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variables: 3

a

i

i

b

=

⎛ ⎞
⋅⎜ ⎟

⎜ ⎟
⎝ ⎠
∑  

 

4.4. 제약 조건(constraints) 

4.4.1. 등호 제약 조건(equality constraints) 

(1) 한 블록 로더와 연결된 러그들은 모두 같은 블록 외판 위

에 위치함 

예를 들어, 총 세 개의 블록 로더, Loader①, Loader②, 

Loader③과 각 블록 로더의 롤러에 연결된 러그점들, Lug 

Points①, Lug Points②, Lug Points③, 그리고 블록 외판, Plate

①, Plate②가 Fig.4와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Plate②

Plate①

Loader①

Loader②

Loader③

Lug Points①

Lug Points②

Lug Points②

Fig. 4 Example of block loaders and shell plates of a block 

 

이 때, 같은 블록 로더의 롤러에 연결되는 러그점들은 같은 

블록외판에 있어야 안정적이다. 이 경우, Lug Points①는 Plate

①, Lug Points②는 Plate①, Lug Points③은 Plate②상에 위치한

다. 

한 블록 로더와 연결된 러그들이 모두 같은 블록외판 위에 위

치할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 

,

( ) 0
i

kn
B m ijf =P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

( ) 0
i

B m
f =P : 블록 외판 곡면 식 

mi: i번째 블록 로더와 와 연결된 러그들이 위치하는 외

판 번호를 나타내는 사용자 입력 상수, 1 m c≤ ≤  

c: 블록 외판 개수 

 

위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constraints: 

a

i

i

b

=

⎛ ⎞
⎜ ⎟
⎜ ⎟
⎝ ⎠
∑  

 

(2) 러그는 (1)에서 주어진 외판의 stiffener가 지나는 곳에 위

치 

 

 

(3) 한 블록 로더에 연결되는 러그들은 동일 직선상에 위치 

아래 그림은 Fig.4 중 Loader① Lug Points①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Loader①

Lug Points①

 Fig. 5 Example of block loader and lug points 

 

한 블록 로더에 연결되는 러그들이 동일 직선상에 있지 않다

면, 블록에 작용하는 장력이 균일하지 않아 블록의 거동이 불안

정할 수 있다. 이를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에 반영하기 

위한 제약조건으로 한 블록 로더에 연결되는 러그들이 동일 직

선상에 위치할 조건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

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한 블록 로더와 연결된 러그들이 모두 같은 블록외판 위에 위



 

 

치할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의 등호제약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위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constraints: 

a

i

i

b

=

⎛ ⎞
⎜ ⎟
⎜ ⎟
⎝ ⎠
∑  

� 

2 1
( , , )kn kn kn

ij i i =L P P P 0  

여기서, 

i = 1…a 

j = 3…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2 1
( , , )

kn kn

i i
=L P P P 0 : 

2 1
,

kn kn

i i
P P 을 지나는 3차원 상의 

직선 식, ( ) ( )2 1 2 1 1
( , , )

kn kn kn kn kn

i i i i i
= − × −L P P P P P P P  

 

이 조건에 의한 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constraints: ( 2) 3

a

i

i

b

=

⎛ ⎞
− ⋅⎜ ⎟

⎜ ⎟
⎝ ⎠
∑  

 

4.4.2. 부등호 제약 조건(inequality constraints) 

(1)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허용 응력 이하여야 

함 

와이어 로프는 블록 로더와 트롤리(trolley)를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 블록 로더의 롤러와 러그를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가 있

다. 

Loader①

Lug Points①

Wirerope_Loader

Wirerope_trolley

 
Fig. 6 Example of wire ropes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안전계수를 반영한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하며, 이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의 등호제약조

건을 도출할 수 있다. 

 

� ( )
_ ,

( ) 0e

Wirerope trolley i t ≤F q  

( )
_ ,

( ) 0e

Wirerope loader ij t ≤F q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 )
( )

( )
_ ,

_ ,

( )
( )

( )

e

Wirerope trolley ie

Wirerope e

Wirerope loader ij

t

t

t

⎡ ⎤
= ⎢ ⎥
⎢ ⎥⎣ ⎦

F q
F q

F q
 

 

이 조건에 의한 부등호 제약 조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1

Number of constraints: ( )

a

i

i

a b

=

⎛ ⎞
+⎜ ⎟

⎜ ⎟
⎝ ⎠

∑  

 

4.5.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 
러그 배치 시의 목적 함수로서 다 목적 함수(multi-objective 

function)을 사용하였으며, 그것들에 가중치(weight factor)를 곱

하여 계산하였다. 각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1) 각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최대값의 총 합을 최소화 

동적 하중과 동적 접촉력을 고려하여 시간영역(time domain)

에서 계산 시, 각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장력을 시간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할 수 있다. 이 장력이 크면 블록의 변형을 야

기할 수 있으므로, 각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최대값을 최

소화 하는 조건을 가정하였다. 

각 와이어 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최대값은 아래와 같다. 

 

( )
_ _max,

_ _max,
( )

e

Wirerope trolley i Wirerope trolley i
F t= F q

( ){ }_ _max,
_ _max,

( )
e

Wirerope loader ij Wirerope loader ij
F t= F q

 
여기서, 

i = 1…a 

j = 1…bi  

a: 블록 로더 개수 

bi: 각 블록 로더별 롤러개수 

 

(2) 와이어 로프와 블록간의 간섭력 크기 최소화 

와이어 로프와 블록간의 간섭으로 인해 블록의 변형 및 와이

어 로프의 파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영역에서 계산한 

로프와 블록간의 간섭력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조건을 가정하

였다. 

와이어 로프와 블록간의 간섭력의 최대값은 아래와 같다. 

( )_max
_max

( ), ( )
e

Contact
Contact

F t t= F q q& &&

 
 

(3) 블록 러그와 와이어가 이루는 각도를 최소화 

러그 배치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러그와 와

이어가 이루는 각도이다. 왜냐하면, 이퀄라이저(equalizer) 기능

으로 한 블록 로더와 연결된 각 러그별로 걸리는 힘은 동일하나, 

실제로는 러그가 블록 로더와 이루는 각도로 각 러그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영역에서 계산한 

블록 러그와 와이어가 이루는 각도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조건

을 가정하였다. 

와이어 로프와 블록간의 각도의 최대값은 아래와 같다. 

( ){ }

( ){ }

max _ _max,

1

_ _max,

1 1

( )

( )
i

a

Wirerope trolley i

i

b a

Wirerope loader ij

j i

t

t

θ θ

θ

=

= =

=

+

∑

∑∑

q

q

 

 

 

5.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의 

테스트 프로그램 계산 결과 

제안한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을 이용해 테스트 프로

그램을 작성하였으며,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러그 최적 

배치 결과를 기존 정적 하중을 고려한 시스템을 통해 구한 러그 

배치 결과와 비교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육상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운반 및 반전 작업을 예로 사용한다. 

계산을 위해 사용한 블록 제원은 다음과 같다. 

 

Table 2 Properties of the block used in this paper 

Length_max 36.400m 

Breadth_max 13.220m 

Depth_max 24.585m 

Total weight 828.5ton 

Total weight with lifting equipment 936.5ton 

 

다음은 계산 결과 중, 블록 로더와 트롤리(trolley)를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의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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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lculation results of wire rope tension force at the wire 

rope which connects block loader to trolley 

 

Fig.7의 붉은색 실선은 블록 러그 초기 배치 정보 입력 값을  

대입한 결과이며, 파란색 점선은 최적 러그 배치 정보 출력 값에

서의 결과이다. 계산 결과 최적 러그 배치 정보 출력 값에서의 

최대 값이 243.341ton, 블록 러그 초기 배치 정보 입력 값에서

의 최대 값이 238.541ton이다. 따라서 이 적용결과를 통해 규칙 

기반 최적 러그 배치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러그 배치 전문가가 결정한 러그 배치를 적용

하였을 때 블록 반전 및 탑재 작업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블

록 러그 배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크레인을 이용한 선체 블록의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동적 하중 및 크레인의 와이어로프와 선체 블록 사

이의 동적 접촉력(dynamic contact force)를 고려한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배치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따라 와이어 로프와 선체 블록 간의 동적 접촉력을 계산하고, 이

를 반영하여 블록의 구조해석을 수행한 선행연구(구남국 외, 

2011)의 후속 연구로서, 설계한 배치 시스템 중 규칙 기반 러그 

최적 배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육상 크레인을 이용한 블록 운반 작업에서의 블록 러그 배치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를 기존 러그 배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본 선체 블록 러그 최적배치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구현

하여 이를 블록 리프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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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원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T 바 맞대기 

용접용 형상 인식 알고리즘 개발 

 

이정우(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요 약 

 

A welding equipment must be small and light to be used in double-hull structure. In 

this paper, the weld path planning algorithm is developed so that it can be used for T bar 

welding by such welding equipment. The algorithm has four steps; Scan, Filtering, 

Generating reference points, Path planning. In the scan process, the depth data of T bar is 

obtained by 1D laser sensor. Next, Gaussian filter is used to remove noise from raw data. 

Then four points which represent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groove is detected from 

filtered data. Finally path planning for butt welding is done by using reference points. The 

algorithm is validated through welding experiment. 

Keywords: double hull, T bar, butt welding, laser sensor, seam tracking, path planning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Fig. 1 Errection 

Fig. 1은 조선소에서 탑재 중인 블록의 사진으로 흰색 점선으

로 표시한 부분과 그 내부의 론지(longitudinal stiffner)는 탑재 

시에 맞대기 용접이 필요한 부분이다. 론지를 대상으로 맞대기 

용접을 수행할 때, 작업자는 좁은 론지와 론지 사이에 서거나 앉

아서 작업을 하게 된다. 블록 내부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용접 

흄(fume)이 외부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여름에는 60℃ 정도까

지 기온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탑재 블록 내부는 작업자

가 작업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중선체 내에서는 여전히 작업자가 손으로 작업을 하

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자동화가 어렵고 아직 성공적인 사례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중선체에 내의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는 장비가 작고 가벼워

야 하기 때문이다. 탑재 중에 작업자는 Fig. 2의 엑세스 홀을 통

과하여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이동시킨다.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 역시 엑세스 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엑세스 홀을 통과한 

뒤에도 작업자는 론지와 론지 사이를 장비를 들고 이동해야 한

다. 따라서 자동화 장비를 개발할 때, 무게와 크기는 매우 중요

한 요소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Fig. 2 Access hole 

이중 선체 내에서 자동화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작업자가 

장비를 임의의 위치에 세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Fig. 1의 론지는 맞대기 용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

자가 장비를 위치 시킬 때 기준이 되는 면이 존재 하지 않는다. 

작업자가 장비를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장비가 심의 위치를 찾

아야 한다. 

심추적(seam tracking)에 대한 연구는 프로브 센서(Ahn B.W., 

Bae, C.O, Kim, H.,S., 2006), 비젼 센서(Zhang,T., Li. K & 

Yang, J., 2010), 아크 센서, 전자기 센서(You, B.H., Kim, J.W., 

2002) 등을 사용하는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센서들은 크기가 크고 무겁거나 고가여서 이중선체 내로 투입하

여 론지를 용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중 선체 내부의 용접 자동화를 위해서는 캐리지와 같이 작

고 가벼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심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선체 내에서 론지와 론지간 맞대기 용접

을 수행하는 용접 로봇의 개발에 앞서, T바 형상의 론지를 대상

으로 심추적 및 위빙 용접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2. 작업 대상물 

탑재 공정에서, 블록과 블록이 만나는 부분에는 맞대기 용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블록과 블록을 나란히 놓았을 때, 처음에는 

론지와 론지가 나란하지 않아 작업자는 용접을 하기 전에 서로 

어긋나 있는 론지들을 나란하게 맞추는 작업을 수행한다. 

Fig. 3은 나란하게 맞춘 론지를 대상으로 가용접을 한 모습을 

나타낸다. 좌측은 론지의 전체 형상이고, 중앙은 론지 페이스, 

우측은 론지 웹의 형상을 나타낸다. 론지 페이스의 경우 비드의 

모양이 고르나 개선이 울퉁불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론지 웹



 

 

의 경우 비드가 매우 불균일하고, 개선도 역시 울퉁불퉁함을 알 

수 있다. 

 

Fig. 3  longitudinal stiffner after tack welding 

3. 예비 실험 

용접 시의 토치의 각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개선이 바닥과 수

직하지 않고, 나란한 직선도 아닌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울퉁불

퉁한 용접 비드를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 실험

을 수행하였다. 

 

3.1 토치각도를 0으로 한 용접 실험 

용접 경로를 생성할 때, 토치의 각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

하기 위하여 Fig. 4의 좌측과 같이 치구와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

을 하였다. 치구는 2개의 모터(z축, θ 축)를 사용하여 용접을 하

고, 토치의 각도를 0으로 항상 론지 웹과 수직하도록 하였다. 용

접을 할 때, 위빙 폭과 용접 전압, 전류는 작업자가 정하도록 하

였다. 시편은 실제로 이중선체 내부에 존재하는 T바 보다 이상

적인 형태로 제작하였다. 즉, 시편의 그루부의 형태는 높이와 무

관하게 일정하고, 개선도 바닥과 수직하게 제작하여, 그루브

(groove)의 형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Fig. 4의 중앙의 용접 비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토치의 각도

를 고려하지 않아도 용접 품질은 양호하다. 따라서 용접 경로 생

성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에는 토치의 각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Pre test 1 

 

3.2 . 불균일한 개선을 대상으로 한 용접 실험 

개선이 바닥과 수직하지 않고, 나란한 직선도 아닌 것을 고려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하여 Fig. 4의  우측과 같이 불

균일한 개선을 대상으로 용접 실험을 하였다. 

Fig. 4의  우측의 용접 비드는 일정한 론지 웹의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위빙 폭 및 중심 위치를 결정하여 용접을 한 것이다. 

용접 비드가 개선을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나서 잘못된 위치에 

쌓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용접 경로를 생성할 때에는 불균일한 개선의 

위치 변화 및 폭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용접 경로를 생성하기 전에 그루브의 위치와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3. 불균일한 용접비드를 대상으로 한 용접 실험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용접 비드는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Fig. 5의 (a), (b), (c)의 좌측은 불균일한 가용접 

비드이다. 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패턴(지그재그 모양)으로 용접

을 한 결과가 우측의 비드이다. Fig. 5의 우측의 비드의 모습을 

보면 가용접 비드가 불균일해도 일정한 패턴으로 용접을 했을 

때, 용접품질이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비 실험을 통하여 용접 경로 생성 알고리즘 작성 시 토치의 

각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불균일한 개선은 고려해야 함을 

알았다. 또한 불균일한 용접 비드는 적당한 경로로 용접을 할 경

우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였다. 

 

Fig. 5 Pre Test 2 (a) 12mm, (b)14mm, (C)17mm 

4. 심추적 알고리즘 

용접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T바의 그루브

의 위치와 크기를 인식해야 한다. 3장의 예비 실험에서 불균일한 

개선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높이에 따른 서로 다른 그루브의 위

치와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1차원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물을 스

캔하여 그루브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

여 용접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보인다. 

알고리즘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물과 레이저 센

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스캔, 스캔하여 얻은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필터링한 데이터로부터 그루브의 형

상을 나타내는 대표점을 얻는 기준점 생성, 생성된 기준점을 이

용하여 위빙 용접 경로를 생성하는 용접경로 생성의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4.1. 스캔 

예비실험에서 용접 경로를 생성할 때는 그루브의 폭의 변화 및 

그루브의 위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루

브의 위치와 형상(이하 프로파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다. 그루브의 형상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기 위해 비전 센

서와 레이저 센서를 고려하였다. 그런데 비전 센서의 경우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고, 고가이며, 영상 처리를 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제외하였다. 레이저 센서의 경우에는 2차원 레이

저 센서에 비해 1차원 레이저 센서가 저렴하고, 크기도 작으며 

가벼워서 1차원 레이저 센서를 선정하였다. 

Fig. 6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스캔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다. 예를 들어, 0번째 층(최저 층)의 프로파일을 스캔하는 경우, 

센서를 x축을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인다. 그와 동시에 센

서를 이용하여 등간격 dx로 센서와 T바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Fig. 6 Scan 

프로파일은 높이에 따라 변하므로, T바의 전체 높이를 대상으

로 스캔을 하게 된다. 즉, 론지 방향(x축)과 나란하게 레이저 센

서를 움직이면서 스캔을 하고, 높이 방향(z축)으로 일정 거리만

큼 움직인 뒤, 반대 방향(-x축)으로 움직이며 스캔을 한다. 이를 

반복하여 높이에 따른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Fig. 7  Noisy Profile 

Fig. 7은 실제로 스캔을 통하여 얻은 프로파일이다. 이 프로파

일의 경우 노이즈 및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에러를 제거

하고, 노이즈를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4.2. 필터링 

스캔 데이터에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 있는 경우 혹은 스캔이 

실패한 경우가 있다. 이를 에러(error)라 정의하였다. Fig. 7을 보

면 에러는 에러가 아닌 점들에 비하여 그 값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스캔하여 얻은 점들의 

평균값 yavg를 구한다. 그리고 마진 m을 주어, 에러인 점과 에러

가 아닌 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즉 myy
avg

−=  

보다 작은 점들은 에러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에러가 있던 곳은 이제 빈 공간으로만 남게 된다. 다음 단계인 

가우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빈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

는 가우스 필터가 현재의 위치의 점의 값을 주위에 있는 점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에러

가 있던 곳에는 주위의 에러가 아닌 점들을 선형 보간하여 값을 

넣었다. 즉, 빈 공간이 원래는 i 번째 스캔한 점이라고 했을 때의 

y값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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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스캔한 점들 중에 에러가 아니고 i 와 가

장 가까운 점의 값이고, 
ti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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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에 스캔한 점들 중에 에러

가 아니고 i 와 가장 가까운 점의 값이다.  

에러 제거를 마친 후 가우스 필터를 적용하였다. 가우스 필터

는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에 의해 결정되는 가중치

(이하 mask)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값을 수정하는 것이다. 

Fig. 8의 좌측 상단은 에러를 제거한 모습이고, 그 밖의 그림

은 분산(σ)을 달리하며 가우스 필터를 적용한 결과이다. 

 

Fig. 8 Filtered Profile 

4.3. 기준점 생성 

 

Fig. 9 Ideal Profile 

이상적인 프로파일의 형상은 Fig. 9와 같다. 프로파일의 형상

은 Fig. 9의 4개의 녹색 점(이하 기준점)들로 나타낼 수 있다. 기

준점들은 보는 바와 같이 직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

으로, 기준점[0]과 기준점[3]은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

고, 기준점[1]과 기준점 [2]는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점이

다. 기준점[0]과 기준점[1]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는 전체 프로

파일에서 최대값을 갖고, 기준점[2]와 기준점[3]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는 최소값을 갖는다. 



 

 

 

Fig. 10 Generating Reference Points 

Fig. 10은 위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필터링한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기준점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Fig. 10의 좌측에

서 프로파일의 1계 미분계수가 최대인 점 p와 최소인 점 q를 찾

는다. p와 q의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서 2계 미

분계수의 최대, 최소 값들을 구한다. 좌측에서 2계 미분계수의 

최대점이 기준점[0]이고, 최소점이 기준점[1]이다. 우측에서 2

계 미분계수의 최소점이 기준점[2]이고, 최대점이 기준점[3]이

다. 

한 번 스캔을 하면 필터링 및 기준점 생성까지 수행하게 된다. 

기준점들은 다음 높이를 스캔할 때의 스캔 범위를 결정하는 것

과 용접 경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스캔 범위를 결정하는 것

은 기준점[0]과 기준점[3]으로 기준점[0]보다 인덱스가 조금 

작은 점부터 기준점[3]보다 인덱스가 조금 큰 곳까지 스캔하게 

된다. 예제로 든 프로파일이 긴 것은, 처음 스캔한 것이므로 기

준이 되는 이전 기준점이 없어서, 기구부가 허락하는 전 범위를 

스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4.4. 용접 경로 생성 

Fig. 11은 프로파일의 형상을 나타내는 기준점[1]과 기준점

[2]를 이용하여 용접의 기준점을 나타내는 용접 기준점 WL과 

WR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WC를 계산하는 것을 나타낸다. WL은 

좌측 용접 기준점이고, WR은 우측 용접 기준점이며, WC는 이들

의 중점이다.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프로파일에서 

WL은 기준점[1]에서 오프셋(offset)만큼 떨어진 직선과 기준점

[0]과 기준점[1]을 잇는 직선의 교점이다. WR은 기준점[2]에서 

오프셋만큼 떨어진 직선과 기준점[2]과 기준점[3]을 잇는 직선

의 교점이다. 

 

 

Fig. 11 Welding Reference Points 

토치는 회전축(이하 θ축)을 중심으로 시계추와 같은 왕복운동

을 하며 용접을 하게 된다. 토치가 한 쪽 방향으로 최대로 움직

였을 때 가리키는 점을 목표점(target point)이라고 하면, 목표점

은 Fig. 12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프로파일[0]의 

좌측 용접 기준점인 WL을 지나는 직선을 z = ax + b라고 한다면, 

다음 목표점은 프로파일[0]과 프로파일[1]의 WR을 잇는 직선과 

직선 z = ax + b의 교점이다. 그 다음 목표점은 현재의 목표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 a인 직선 z = – ax + c와 프로파일[0]과 프로

파일[1]의 WL들을 잇는 직선의 교점이다. 즉, 프로파일[0]의 

WL을 0번 째 목표점이라고 했을 때, 홀수 번째 목표점은 ‘ a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과 ‘ 용접 기준점 WR들을 잇는 직선’ 의 

교점이고, 짝수 번째 목표점은 ‘ – a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 과 

‘ 용접 기준점 WL들을 잇는 직선’ 의 교점이다. 토치는 짝수 번

째 목표점과 홀수 번째 목표점을 가리키면서 위빙 용접을 하게 

된다. 

 

Fig. 12 Target points 

θ축은 위빙 용접을 할 때, 토치의 회전의 중심이 되는 축이다. 

위빙 용접을 할 때, 토치는 θ축이 존재하는 xy평면에서 회전각 θ

만큼 회전을 하게 된다. 이 때 회전각 θ는 다음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yy

xx

WT

WT

−

−

=

−1
tanθ      (2) 

여기서 Tx, Ty는 목표점의 x, y좌표이고, Wx, Wy는  θ축의 x, y좌

표이다. θ축의 x, y좌표는 Fig. 13의 우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WC를 기준으로 와이어 길이와 토치 길이를 합한 만큼 떨

어진 곳으로 정하였다. θ축의 x, y좌표를 구할 때에는 전체 기준

점들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Fig. 13 Weaving angle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목표점을 정하고, θ축(토치 회전축)의 

위치를 정하고, 토치의 회전각 θ를 결정함으로써 용접 경로를 생

성하였다. 

5. 용접 실험 

Fig. 14의 빨간색 점은 시편을 대상으로 스캔부터 기준점 생성

까지의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음, 레이저 스팟으로 기준점들을 

가리킨 것이다. Fig. 14에서 보는 바에 같이 알고리즘을 수행하

면 기준점들을 잘 찾을 수 있다. 

 

Fig. 14 Measured Reference Points 

Fig. 15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장비로 용접을 수행한 결과이다. 

용접 수행 결과 비드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사진에 적힌 숫자들은 그루브의 폭을 나타낸다.  

 

Fig. 15 Result of Weldling Test 

6. 결론 

이중 선체 내부의 가용접이 된 T바를 대상으로, 심추적 및 용

접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은 

스캔, 필터링, 기준점 생성, 용접 경로 생성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T바의 형상 정보를 얻기 위하여 1차원 레이저 센서를 사용

하여 T바를 스캔하였고, 스캔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

여 간단한 알고리즘과 가우스 필터를 적용하였다. 필터링한 데

이터를 이용하여 T바의 그루브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4개의 

기준점을 생성하고, 생성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용 

위빙 용접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끝으로 실

험을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중선체 내부에서 사

용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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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평블록 조인트 용접 변형 예방용 피스의 

설치량에 따른 변형 비교 실험 및 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 

 

1 유현수(STX 조선해양), 2 김호경(STX 조선해양), 3 이동훈(STX 조선해양) 

 

요 약 

 

선박 건조 과정 중에는 블록과 블록의 용접 조인트 작업 시, 용접 개선 부위의 단차 조정과 

블록 조인트 부위의 용접 변형 예방을 위해 다량의 피스(piece)가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피스의 설치 및 절단과 사상 작업에는 막대한 시수가 투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스 

사용량 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 피스 설치를 고려한 조인트 용접 변형 실험을 

수행하고 해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피스 설치량이 조인트 용접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정립된 해석 방법으로 적정 피스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적정 피스 사용량 산출을 통해 피스 설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피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 론 

 

선박 건조 과정에서 블록과 블록의 용접 조인트 작업 시, 용

접 개선 부위의 단차 조정과 블록 조인트 부위의 용접 변형 예방

을 위하여 다량의 피스(piece)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접 

변형 방지용 피스는 각 변형은 구속하면서 면내 변형은 자유롭

게 발생시켜 용접 잔류 응력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Park, 

2005). 다음 Fig.1과 Fig.2는 블록 조립 및 탑재 공정에서의 피

스 작업 영역들을 보여 주고 있다. Fig.3의 (a)~(c)는 단차 조정 

및 용접 변형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피스 형상이다. 조

사 결과, 50K Tanker 1척 기준으로 약 38,000개의 피스가 사용

되며 연간 평균 약 15만개의 피스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스 시공 작업은 먼저 단차 조정 작업이 완료된 후, Fig.1과 같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이 용접 변형 예방용 피스가 일정 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 된다. 

그리고 본 용접 이후 이를 절단하고 육성 용접 및 사상 작업이 

수행된다. 이와 같은 작업에 투입되는 시수만 하더라도 연간 약 

123,000MH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Noh, et al, 2008). 블

록 조인트 용접의 작업 중요도와 블록 정도 관리 차원에서 단차 

조정 및 용접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한 피스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의 피스 사용량 절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 피스 사용량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한요

소법을 선정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맞대기 용접 해석 연

구 동향을 살펴보면 변형도 경계법을 기반으로 쉘요소를 사용한 

탄성 변형 해석 연구(Ha & Yang, 2010), 2차원 열전달 해석과 

열탄소성 해석을 통한 용접부의 잔류응력 평가(Shin. et al, 

2010), 고유변형도 기반의 다층 맞대기 용접 변형 해석 연구

(Mun. et al, 2009)등이 있다. 그러나 언급한 연구에서는 해석 모

델에 피스 모델을 고려하여 최종 해석 결과에 피스의 영향을 고

려한 경우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의 일환

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피스 설치 영역에 대한 열탄소성해

석 방법을 정립하고 피스 사용량에 따른 조인트 용접 변형 실험

을 수행하여 피스 사용량이 용접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립된 해석 방법을 토대로 적정 피스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1 Set up pieces by welding at block fabrication stage 

 

 

Fig. 2 Set up pieces by welding at block erection stage 

 

Fig. 3 Shape of pieces and strongback 

 

2. 피스 설치를 고려한 butt 용접 변형 

실험 
 

본 실험은 평블록 butt joint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 변형 방지

용 피스의 사용량에 따른 용접 변형량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사

전 용접 변형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butt 용접 

변형 해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접 조건은 FCAW 시공 지침을 참고로 다음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Table 1 Butt welding conditions 

Item Value 

Current [A] 210 ~ 270 

Voltage [V] 27 ~ 31 

Speed [cm/min] 10 ~ 20 

 ̀V ̀  groove angle [degree] 35 

Root gap [mm] 8 

 

시편 사이즈는 940mmx1100mmx15t 이며, 실험 case는 피스 

설치 개수에 따른 용접 변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Fig.4와 같이 피

스 개수가 0개, 3개, 5개의 3가지 case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시편 구속 방법은 자유 상태 정반 조건을 사용하였고, 

용접 라인 양 끝 단에 태그 용접을 하여 시편을 고정하였다. 

Butt 용접 변형량은 3차원 접촉식 계측기를 사용하여 용접 전후

에 마킹 포인트의 3차원 좌표 값을 획득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

여 산출하였다. 마킹 포인트는 피스 설치 면의 반대 면에 격자 

형태로 50mm 간격으로 표시하였고, 용접 비드 인근 부분은 

20mm로 보다 조밀하게 표시하였다. 



 

 

 

Fig. 4 Specimens by experimental cases  

용접 변형 실험은 각 case 별로 Fig.5 와 같이 용접, 피스 

제거, 변형 계측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용접 조건 모니터링 

결과와 용접 비드의 외관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Fig. 5 Procedure of experiments 

각 시편 별로 총 504개의 마킹 포인트를 계측한 후, Fig.6에 

보인 횡방향(B01~B05)과 종방향(L01~L03`)으로의 각 비교 라

인 위치에서의 용접 변형량을 Fig.7과 Fig.8의 예시와 같이 도시

하여 분석하였다. 

 

Fig. 6 Positions of lines for comparison of welding 

deformations 

 

Fig. 7 Comparison of welding deformations in x-direction 

(B03) 

  

Fig. 8 Comparison of welding deformations in y-direction 

(L01) 

용접선 수직 방향으로 각 비교 라인 별 최대 변위 값을 비교

하면 다음 Table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max. displacements in x-dir. [mm] 

 B01 B02 B03 B04 B05 Remark 

Case01 12.8 12.1 12.4 12.8 13.2 0 piece 

Case02 7.5 8.0 8.0 7.8 7.7 3 pieces

Case03 3.7 3.2 3.7 2.9 3.2 5 pieces

 

Table2에서 각 case 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피스가 없는 경우

(case01)와 비교하여 피스 3개 설치 시 38%, 피스 5개 설치 시 

74%의 각 변형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case01

의 경우, edge effect로 인해 용접선 시작(B01)과 끝(B05)부분

에서 상대적으로 각 변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case02와 case03의 경우에는 피스 구속 효과로 인하여 case01

과는 다른 각 변형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

접선 평행 방향으로 각 비교 라인 별 최대 변위 값을 비교하면 

다음 Table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f max. displacements in y-dir. [mm] 

 L01 L02 L03 L01` L02` L03` Remark 

Case01 8.6 9.0 8.6 7.6 8.2 8.3 0 piece 

Case02 5.2 5.5 5.0 6.1 6.3 5.9 3 pieces

Case03 4.0 4.1 4.4 5.8 5.4 5.0 5 pieces

 

Table3에서 볼 수 있듯이 용접선 평행 방향의 경우, case01과 

비교하여 case02는 32%, case03은  43%의 종굽힘 

변형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변형 감소 효

과 수치보다는 작은 값으로 기존 용접 예방용 피스 설치는 주로 

용접 각 변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종

굽힘 변형의 경우에는 case02와 case03의 변형량 차이가 각 변

형의 경우와 비교하여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용접 변형 실험 결과, butt 용접 변형 발생 모드를 관

찰하고 용접 예방용 피스 설치량에 따른 용접 변형 감소량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butt 용접 변형 해석 방법 정립을 

위한 검증 실험 data를 마련하였다. 

 

 

 



 

 

3. 피스 모델을 고려한 butt 용접 변형 

해석 

용접 변형 실험 결과를 토대로 butt 용접 열탄소성 해석 방법

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용접 입열 

모델 및 경계 조건 등의 해석 조건을 선정하였다. 

① 상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SC MARC를 사용하여 

butt 용접 열탄소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② 9개의 integration points를 갖는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두께 

방향의 온도 구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석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③ 종굽힘 변형과 edge effect의 3차원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 

이동 열원을 사용하였고, 고온의 용접 비드가 시간에 따라 점진

적으로 생성되는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④ Fig.9와 같이 용접선에 대한 대칭 모델을 생성하고, 대칭 경

계 조건과 함께 시편 고정용 태그 용접 부위의 절점에 강체 운동

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9 Finite element model and boundary conditions 

⑤ Young’ s modulus, yield stress, tangent modulus, specific 

hea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onductivity 의 경우, 온도 

의존성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⑥ 해석 입력값인 용접 조건은 Table1을 참고로 평균값을 취하

여 용접 속도 15(cm/min), 전류 248(A), 전압 26(V)로 설정하였

다. 

⑦ Case01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석 변수 값(heat flux 

parameter)을 변화시키면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유사도를 

Table4와 같이 계산한 결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heat flux 

parameter값인 R135를 해석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유사도는 계

측 포인트들의 수직 변위 값과 해석 곡선에서 매칭하는 포인트

의 수직 변위 값의 차이가 tolerance 2mm 이내인 개수를 전체 

비교 포인트 개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Fig.10

과 Fig.11은 heat flux parameter 값에 따른 각 변형과 종굽힘 변

형의 해석 결과와 case01의 실험 data를 비교한 예시이다. 

R135인 해석 결과가 case01의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4 Similarity of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case01) 

Similarity [%] R100 R125 R135 R150 

Angular deformations 52% 95% 100% 18% 

Longitudinal 

deformations 
87% 92% 98% 52% 

※ R135 means heat flux radius is 135mm 

 

 
Fig. 10 Analysis results by heat flux parameters (B01)  

 

 

Fig. 11 Analysis results by heat flux parameters (L02)  

 

다음으로 case01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정립한 용접 변형 해

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ase02과 case03에 대한 

해석 모델을 Fig.12와 같이 생성하고 case01의 경우와 동일한 

용접 해석 조건을 적용하여 butt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5는 각 case에 대한 실험 data와 해석 결과와의 각 변형 

및 종굽힘 변형 유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13과 Fig.14는 

세가지 case에 대하여 각 변형과 종굽힘 변형을 도시한 예시이

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형은 실험 data와 해석 결과

가 잘 일치하고 있고, 종굽힘 변형은 case03의 경우에만 차이를 

보인다. Case03의 경우에는 종굽힘 변형 실험값이 최대 4mm이

하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종굽힘 변형 자체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석 결과와 정성적인 측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12 Finite element models considering piece elements 

Table 5 Similarity of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by cases 

Similarity [%] Case01 Case02 Case03 

Angular deformations 100% 100% 100% 



 

 

Longitudinal 

deformations 
98% 95% 56% 

※ Tolerance 2mm 

 
Fig. 13 Comparison of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B04) 

 

Fig. 14 Comparison of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L02) 

 

4. 적정 피스 사용량 산출 방법 

3장에서 정립한 피스 설치를 고려한 butt 용접 변형 해석 방

법을 활용하여 적정 피스 사용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면, 먼저 대상 블록의 butt joint 용접 영역을 모델링하고 용접 

변형 예방용 피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변형 결과를 low limit

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현행 피스 사용량을 고려한 변형 결과를 

target으로 설정하고, 피스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변형 

결과를 확인하면서 low limit 이상을 만족하고 target에 가장 근접

하는 변형 결과를 보이는 피스 설치 수량을 적정 피스 사용량으

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출 과정을 통해 현행 피스 사용량

의 적절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대표적인 평블록 모델을 대상으로 

적정 피스 사용량 산출 데이터 베이스 혹은 산출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이를 토대로 용접 변형 방지용 피스 시공에 대한 현장 작

업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블록 butt joint 용접 시 사용되는 다량의 용접 

변형 방지용 피스의 사용량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

구로써 피스 설치량에 따른 butt 용접 변형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스 설치를 고려한 butt 용접 변형 해석 방법을 정

립하였다. 실험 결과, 피스 설치량이 증가할수록 용접 각 변형과 

종굽힘 변형이 감소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피스 설

치를 고려한 butt 용접 변형 유한 요소 해석 방법을 제안하고 실

험 결과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해석 조건을 결정하여 해석 결

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정립한 해석 방법

을 이용하여 피스를 고려한 평블록 butt 용접 변형 해석을 수행

하고, 실 계측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validation과정을 수행하고

자 한다. 아울러 적정 피스 사용량 산출 데이터 베이스 혹은 산

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접 변형 방지용 피스의 설치 가이드를 

제시하여 적용한다면 피스 사용량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Ha, Y.S. and Yang, J.H., 2010. Development of Distortion 

Analysis Method for Multi-pass Butt-welding Based on Shell 

Element. Journal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8(1), pp.54-59. 

Mun, H.S., Kim, Y.T., Jang, C.D. and Seo, S.I., 2009. 

Prediction of Angular Distortion of Multi Pass Butt Welding by 

inherent strain analysis based on Laminated Beam Modeling 

for the Inherent Region and heat Equilibrium Zon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pp.125-126. 

Noh, H.Y., Kim, K.J., Leem, R.S. and Kim, H.K., 2008. A 

Study on a Development of the Grinding Robot to Remove 

Welding-bid of Working Pieces. Special Issue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pp.136-143. 

Park, J.U., 2005.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Welding 

De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Welding Society, 23(4), 

pp.12-16. 

Shin, S.B., Lee, D.J. and Park, D.H., 201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ransverse Residual Stress at the Multi-pass 

FCA Butt Welding using FEA. Journal of the Korean Welding 

and Joining Society, 28(4), pp.380-386. 

 

 

 



선박 구조물의 모달 실험을 위한 가변 동하중 가진기 개발
A Development of a Variable Dynamic Force Type Exciter for 

Modal Test of the Ship Structure
구형욱(알엠에스테크놀러지), 최성희(STX조선해양), 이도경(STX조선해양), 손성완(알엠에스테크놀러지)

요 약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al structure, many dynamic engineer had been interested in 
modal test, however it is not easy to perform dynamic test of large structure because of many difficulties such as 
unsatisfied excitation force in global mode frequency range, measurement of dynamic force and so on.  Therefore, 
new type vibration exciter with variable stiffness support system and dynamic force was developed to provide a 
improved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a large and complex structure.  The developed exciter improved from two 
viewpoint, dynamic performance and utility convenience, its characteristics was shown in this paper.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복잡하고 대형화된 구조물의 경우, 각 요소 구조의 물성치에 

대한 신뢰성, 결합부의 연결강성 및 정확한 경계조건 구현의 어
려움으로 인해 유한요소와 같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설계
에 반영시킬 수 있는 동적 특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대형 
구조물에 대한 동적실험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파악
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물이 복잡하고 대형화되
면 다양한 고유 진동수 특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가진 하고자 
하는 주파수 영역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동적 가진력의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대형구조물을 비교적 광범위
한 주파수 대역에서 가진 시킬 수 있는 불평형 질량에 의한 기계
적 가진 시스템의 경우 힘의 크기의 변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주
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일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 주
파수 영역에서는 필요이상의 힘이 가해지게 되어 실험하고자 하
는 구조물의 손상 및 안정성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동적 특성 진단과 그 대책
을 수립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가 되는 동 특성 실험을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신뢰성 있고 안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험대상
이 되는 임의의 대형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진기의 지
지 강성을 변화시켜 구조물에 전달되는 전달력을 주파수에 따라 
가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상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동일 가진력 대비 소형화, 이동성 보완 및 부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 특성 실험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가진기 설계 이론

진동 기진력은 진동 테이블에 설치된 불평형 진동추가 서로 
상반되게 회전되면서 직진 방향의 불평형력이 발생되게 된다. 진
동 테이블 내부에는 2개의 Shaft가 기어로 맞물려 서로 반대로 
돌아가면 각축 양단에 부착된 불평형 질량에 의해 다음식에 의해 
가진력이 발생되게 된다.

   (1)
여기서,  : 불평형 질량 개수
         : 불평형 질량
         : 편심거리
         : 회전각속도(rad/sec)

질량 인 기계가  sin 인 조화진동을 받는다고 하

면 Fig.1(a) 와 같이 강성이 큰 지지체에 의해 지지될 경우 하중 
F는 그대로 기계 하부에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Fig.1의 (b),(C) 
같이 스프링 상수가 이고 점성감쇠계수가 인 탄성층이 기계와 
지지물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면  수직방향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ω  (2)

여기서,   : 기계질량
        : 수직방향으로의 변위
      ̇ : 수직방향으로의 속도
      ̈ : 수직방향으로의 가속도

(a)

(b)

(c)
Fig.1   1 D.O.F. Vibration Transmission Model

식(2)의 일반해를 구하면 식(3)와 같은 형태로 된다.

 ｅ  cos



 


sincos (3)

여기서, ,   : 상수
        

  : 진동수비
        

  : 감쇠율 (Damping Ratio)

식(3)에서 우측 제1항은 자유진동에 의한 해이며 우측 제2항
은 강제진동에 의한 정상상태의 해이다.

자유진동에 의한 항은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영향이 소멸되므
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변위는 정상상태의 해만으로 표



현될 수 있다.

  


 


sincos (4)

작용하중 로부터 스프링을 통해 지지체에 전달되는 하중을 
 라고 한다면  는 식(5)와  같이 표현된다.
  
    


sincos 

(5)

여기서 작용하는 와 전달되는 하중 의 비를 하중 전달율 
(Force Transmissibility)라고 정의하면 식(6)과 같다.

 


 
sincos  (6)

감쇠를 무시한 비감쇠 진동을 고려할 때 정상상태의 해와 전
달하중 그리고 하중 전달율은 각각 식(7), 식(8), 식(9)와 같이 나
타난다.

  


sin  (7)

  
sin  (8)

  
  (9)

식(9)에서 절대치 표시는 작용하중의 진동수  가 고유진동수 
 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가 음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식(9)와 Fig. 2으로부터 작용하중 보다 전달하중이 작아지기 위
해서는 즉 하중 전달율  가 1보다 작아지려면 진동수비 가 
  보다 커야함을 알 수 있다.

진동저감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저감율(Isolation Efficiency)
을 식(10)과 같이 정의한다.

저감률
ω
ω

또는  (10)

여기서 ,  은 회전각속도로 단위는 (rad/sec)이며
      ,  은 진동수로 단위가 (Cycle/sec) 또는 

(Cycle/min)으로 나타낸다.

Fig.2  1 D.O.F. Vibration Transmissibility

3. 가진기 특성 및 제원

개발된 가진기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
으며 가진기 구동은 메인 제어반(Control Panel)에서 직접 구동 
할 수 있는 로컬 구동 방식과 컴퓨터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컴
퓨터 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다. 컴퓨터 구동은 DA Card를 이용
하여 컴퓨터에서 시위핑 테스트(Sweeping Test) 및 스텝 테스트
(Step Test)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 진동 테이블(진동발생부) 
 불평형 질량을 이용하여 직접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써 

모터 및 불평형 가진기 와 동력전달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진동 전달부
진동 테이블에서 발생되는 가진력을 외곽 프레임을 통하여 구

조물에 전달하는 부분으로 진동 발생부의 이동 질량을 지지하기 
위해 4개의 코일스프링과 8개의 에어 마운트(Air Mount) 및 에어 
공급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성을 적절히 변경시켜 전체 시스
템의 공진주파수 변경으로 인한 진동 기진력을 조절할 수 있다.

(3) 외곽 Frame 
진동 테이블과 진동 전달부를 보호해주며 진동 전달부를 통과

한 전달력을 구조물에 전달해 주는 구조로 외곽 프레임과 마그네
틱 풋 및 구조물로 가해지는 동하중을 직접 계측할 수 있는 힘 
측정기(Force Transducer)로 구성되어 있다.

(4) 지지용 지그
외곽 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가진기를 지지함과 동시에 수평방

향의 가진 실험을 위해 가진기를 회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
조로 외곽 프레임과의 절연을 위한 에어 마운트(Air Mount) 및 
회전용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5) 메인 제어반(Control Panel)
인버터를 이용하여 진동 테이블의 구동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



로서 인버터, 전압변환기, 회전수 표시계(RPM indicator) 및 각
종 전류/전압 표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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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Concept Drawing of Exc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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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on Diagram of Exciter

가진기의 주요 특성은 가진기의 작동 주파수 영역, 가진력의 
크기 등과 같은 동적 성능 특성과 실제 가진기 설치 및 작동 과 
관련한 사용성능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Table 1에 
개발된 가진기의 동적 성능 과 사용 성능 및 주요 제원을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4. 진동 전달력 계측 결과

불평형 질량을 이용하여 진동 가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두 
개의 평행한 축의 양쪽에 2개의 불평형 질량을 한조로 4조의 불
평형 질량을 부착하여 두축을 역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불평형 
가진력을 발생시키도록 하였다. 이때 불평형력의 크기는 식(1)에 

의해 15Hz(900 RPM)에서 11.5 Ton의 힘이 발생하도록 설계하
였으며 필요에 따라 아래의 Table 2와 같이 발생기진력을 조절하
기 위하여 한 조로 구성된 2개의 불평형 질량을 회전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Item Specification

Frequence
① Excite Freq. Range 1.5 Hz - 20 Hz
② Resonance Range 3.5 Hz - 5 Hz

(By Variable Support Stiffness)

Exciting 
Force

① Max. Excite Force 20 Ton  at 20 Hz
② Max. Transmitted
   Force abt. 1.0  - 3.0 Ton (At Resonance) 
③ Excite Direction Vertical, Horizontal
④ Force Measurement Bottom Out-Frame 1Point
⑤ Excite Force
   Change

- Adjust Unbalance Mass
- Variable Support Stiffness

Dimension
/ Weight

① Weight  abt. 3.0 Ton
② Length 1800 mm(1040 mm)
③ Width 1200 mm(1040 mm)
④ Height 1500 mm

Install / 
Maintene

nce

① Portable Caster at the Bottom Frame
② Install - Fix Type (Welding, Bolt)

- Free Type (Magnetic On/Off)

S/W
① Local Control - Direct RPM Control at Panel
② PC Control - Sweeping Test

- Step Test

Table 1 Exciter Main Specification & Data

 

Excite 
Force 
Setting

Position 0 1 2 3 4
Angle 0° 16° 46° 103° 133°

Excite Force 
Variable Ratio 100 % 91 % 74 % 45 % 27 %

Table2  Variable Excite Force by Adjusting Unbalance Mass

(1) 전달력 계측 시스템
진동 발생부인 진동 테이블에서 발생된 진동 발생력이 진동 

전달부를 통한 후 외곽 프레임에 부착된 지지점을 통하여 구조물
에 전달되는 진동 전달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가진기를 테스트 베
드 위에 설치한 후 지지점에 힘 측정기(Force Transducer)를 설
치하여 동하중을 측정하였다. 이때 진동 발생력이 외곽 프레임 
지지대를 통해 실험 베드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프레임과 지지
대 사이에 에어 마운트(Air Mount)를 설치하였다.  Fig.5및 6에 
구조물로 전달되는 전달 동하중을 계측하기 위한 구성도 및 측정 
전경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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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Overview of Dynamic Force Measurement
(2) 계측 조건
진동 전달력 계측은 불평형 추의 위치가 회전되지 않은 100% 

상태에서 진동 전달부의 지지강성 변화에 따라 수행되었다. 여기
서 에어 마운트의 압력이 0인 상태는 4개의 코일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는 상태이며 이때 가진계의 고유진동수가 3.0Hz, 즉 정적 
처짐이 2.75cm가 되도록 스프링 강성이 결정되었다.  Air mount
의 압력 변화에 따른 강성의 계산은 식(11)에 의해 결정된다.

  
(11)

where,
 = vertical Spring Rate in KN/m
 = Gauge Pressure at design height(bar)
 = Effective Area at 10 mm below design height(cm2)
 = Effective Area at 10 mm above design height(cm2)
 = internal Volume at design height(cm3)
 = internal Volume at 10 mm below design height(cm3)
 = internal Volume at 10 mm below design height(cm3)

(3) 계측 결과
테스트 베드위에서 계측된 가진기의 진동 전달 동하중 계측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7에는 에어 마운트(Air Mount)에 의한 지
지강성 변화에 따른 진동 전달력을 스텝테스트 모드를 이용하여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각 스텝에서의 피크 전달력을 나타낸 것 
이다. 이때 공진 주파수인 3.5Hz 근방에서 최대전달력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각 계측조건에서 600 rpm(10 Hz)에서 전달력의 
시간 이력 및 주파수 특성을 Fig. 8에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각 계측조건에서의 가진시스템의 고유주파수에서의 전달력을 진
동 발생력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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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Measured Dynamic Force for Various Air Pressure
(case 1 : 0 bar, case 2 : 1 bar, case 3 : 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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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Time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Dyn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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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ir

Mount
Pressure

System
Natural
Freq.

Transmitted
Force

Unbalance 
Force

1 0 bar 3.3 Hz 779 Kgf 554 Kgf

2 1 bar 3.6 Hz 1773 Kgf 662 Kgf

3 2 bar 3.8 Hz 2950 Kgf 735 Kgf

Table 3 Transmitted and Unbalanced Force at 3 Case 
Resonance Condition

Fig.7 에서 나타나듯이 세가지 경우 모두에서 공진 영역을 어
느정도 벗어난 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거의 평탄한 가진력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진동 전달율의 감소
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진동 발생력의 증가 효과가 서로 
보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전달되는 동하중의 시간 
이력 및 주파수 영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Fig.8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물에 가해지는 동하중이 안정된 시간력 및 주파수 특성을 보
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대형화되고 복잡한 구조물에 대하여 보다 신뢰성 있

고 편리한 동특성 실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변 동하중 가
진기를 개발하였다.

Fig.9 Variable Dynamic Force Type Exciter
개발된 가진기의 경우  구조물의 전달 동하중 계측실험을 통

하여  에어 마운트(Air Mount)의 공기압 변화를 통한 지지강성의 
변화를 이용하여 저주파수 영역의 가진력 증폭 및 고주파수 영역
의 가진력 감소등을 용이하게 제어 할 수 있어 가진기의 동적 성

능 개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때의 편의를 위해 가진기 설치방식, 이동방식 및 구동방
식등의 사용상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진기를 이용할 경우
- 선박 및 교량등 대형구조물의 동적 설계 인자 검증
- 대형 구조물의 동적 실험에 있어 광범위한 활용
- 주요 구조물의 내진 성능 검증 및 평가기술 확보
- 대형 구조물의 최적 동적 설계

등의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 후 실제 대
형 구조물의 적용을 통해 활용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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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제어밸브의 디스크형상 최적화 

 

김수영† (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배정훈(부산대학교), 

박대환(FRIENDSHIP SYSTEMS) 

 

요 약 

 

In the field of plant industries, high-efficiency control valves are demanded for precise 

flow control in pipe systems. Various researches on disc shape have been reported in order 

to improve control valves' efficiency. Concept of ribs on disc is a representative. Ribs 

usually move vortex backward, therefore flow rate of the valve increases. Currently rib 

shape is determined based on designer's experience or optimized under performance test 

condition. This paper describes optimum rib design for butterfly control valves with CFD 

and optimization algorithm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을 포함한 모든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 배관시스템의 설치 비중이 높은 FPSO 및 해양플랜트의 수요

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 내에 배관, 배선, 공조 등, 많은 시스템이 공존해야 하므로 

배관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공간확보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박

승균 2006), 부피가 작고 가벼운 버터플라이 밸브의 장점이 부

각되었다(고기창 2007). 특히 파이프시스템에서 유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정교한 유량 제어가 필요함에 따라 고효율, 고성능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에 대한 국내 연구는 문헌을 통해 다수가 

확인되었다. 오승환 등(2006)은 밸브의 디스크 열림 개도 별 유

동해석을 수행하여 유량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동훈 등

(2006)은 DMU기법을 이용하여 밸브의 설계, 검증과정의 동시

병행을 가능케 하여,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밸브의 유량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박영철 등(2005)은 밸브의 

최적설계를 위해 유동해석과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밸브의 특성

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에 대한 개도 별 

유량계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고효율의 유량성능을 가지는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각종 문헌 및 특허조사를 통해 디스크에 리브(Rib)를 부

착하여 유량성능을 개선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Fig.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디스크 형상

을 최적화 하였다. 먼저, 유동해석과 유량시험을 통해 해석의 신

뢰성을 검증한 후, 버터플라이 제어 밸브의 디스크에 부착된 리

브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상용 프로그램‘ Friendship-

Framework V1.6’ 을 주 인터페이스로 하여 ‘ ANSYS ICEM-

CFD V.11’ , ‘ ANSYS CFX V.11’ 등을 통합하여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disc optimization 

 

2. 유동해석 신뢰성 검증 

 

밸브 디스크 형상 최적화 시,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기 위한 

유동해석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유동해석과 유량시험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동해석과 유량시험에 적용된 규정은 IEC 

60534-2-3을 기준으로 하였다.  

 

2.1 유동해석 

 

밸브 시스템에 대하여 상용프로그램 ‘ ANSYS Workbench 

CFX V.11’ 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디스크 열림각도 , 20°, 

30°, 40°, 50° 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내부 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인 상온(15℃)의 물을 사용하였다. 입구 조건과 출

구 조건은 IEC 60534-2-3에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디스크, 스템(stem) 그리고 관 벽에

서는 마찰을 고려하여 ‘ no-slip’ 조건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관 

내부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4,000을 넘는 난류 거동을 하므로 난

류모델 k-ε 을 적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CFD analysis conditions 

Open(Deg.)
Pressure recover 

Factor(FL) 

Inlet Pressure 

(Bar) 

Outlet Pressure

(Bar) 

20 ~ 30 0.5 2.8 2.45 

40 ~ 50 0.6 1.9 1.55 



 

 

 

 

Fig. 2 Boundary conditions 

 

디스크 열림 각도 별 유량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v value 

Degree 20° 30° 40° 50° 

Flow Capacity (Cv) 285 337 508 714 

 

2.2 유량시험 

 

유동해석과의 비교 검증을 위해  Fig. 3과 같이 디스크 및 시

험장치를 제작하여 유량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유량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12회에 걸쳐 얻어진 데이터를 산술 평균한 값

으로 처리하였다. 

 
a) Disc for test b) Test equipments 

Fig. 3 Flow test 

 

2.3 유동해석 및 유량시험 결과 비교 

 

유동해석과 유량시험 결과 값인 유량계수 Cv는 16도의 물이 

1 psi로 밸브를 통하여 1분동안 유량이 1갤론(3.78리터)흐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차원 수로 사용하여 비교한다. 

앞서 수행한 유동해석과 유량시험과의 유량계수 결과 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Fig. 4, Table 3과 같다. 

 

Fig. 4 Comparison graph of test & CFD analysis 

 

Table 3 Comparison of Cv value  

Degree 20° 30° 40° 50° 

CFD 285 337 508 714 

Test 201 285 465 688 

 

유동해석과 유량시험의 결과 값을 비교한 결과, 유량계수 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한 크기 및 경향을 보였으므로 유동해석 

은 비교적 신뢰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디스크 설계 최적화 

 

리브가 부착된 디스크 기본 형상과 디스크의 작동 범위, 질량유

량 등을 바탕으로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 하였으며, 알고리즘은 

Tangent search를 사용하였다. 

 

3.1 문제의 정식화 

 

목적함수는 질량유량(kg/s), 설계변수는 디스크에 부착된 리브

형상에 대한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제한조건은 디스크 작동  시 

부품 간의 간섭이 없는 범위로 결정하였다. 디스크 형상 최적화

에 대한 문제의 정식화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Formalization of rib design 

Variables Rib design variable (Height, Breadth, Length) 

Constrains 
The range which the disc operation is possible 

without interference 

Objective function 'Mass flow' value by CFD analysis 

 

3.2 최적화 

 

밸브의 리브형상 최적화를 위해서는 다음 Fig. 5와 같이 모델

생성, 격자생성, 경계조건 설정 및 해석 수행, 결과분석 등의 단

계로 이루어진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최적화는 계산이 간단

하고 수렴이 비교적 빠른 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인 Tangent 

search를 사용하였으며, 격자생성은 ‘ ANSYS ICEM-CFD 



 

 

V.11’ (이하 ICEM), 유동해석은 ‘ ANSYS CFX V.11’ (이하 

CFX),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 제어하기 위한 

‘ Friendship-Framework V1.6’  (이하 Framework)등을 이용하

였다. 

 

Fig. 5 Optimization loop 

 

4. 적용 예(DN200) 

 

4.1 적용 대상 

 

Fig. 6과 같은 DN200 크기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의 디스크에 

대하여 형상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밸브의 소재는 CF3M을 사

용하였다. 

 

a) 3D Model b) Prototype 

Fig. 6 3D model & Prototype 

 

4.2 문제의 정식화 

 

1) 설계변수 

 

다음 Fig. 7은 리브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며, 리브 형상 설계변

수는 각각 높이(Height), 폭(Breadth), 길이(Length)로 설정하였

다. 

 

 

Fig. 7 Rib variables 

 

2) 제한조건 

 

제한조건은 다음 Fig. 8과 같이 디스크 작동 시 부품 간의 간

섭이 없는 범위로 결정하였으며,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Fig. 8 Operation range & Constrain area 

 

Table 5 Constrains of design variable 

Variable Constrains (D : Diameter of valve) 

Height  (mm) 0.04D < Height <0.1D 

Breadth  (mm) 0.03D < Breadth < 0.06D 

Length  (mm) 0.11D < Length < 0.19D 

 

3) 목적함수 

 

밸브의 최적화 시, 목적함수는 유량계수산출에 직접적인 크기 

비교 지표가 되는 질량유량(kg/s)으로 설정하였으며 유동해석을 

통해 밸브 직경의 6배의 거리만큼 하류에 있는 ‘ Outlet’ 평면 

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4.3 최적화 수행 

 

최적화의 세부 과정은 다음 Fig. 9와 같다. Framework는 최

적화 전체를 관장하며, 격자생성을 위한 ICEM, 해석조건 설정을 

위한 ‘ CFX-Pre’ , 해석수행을 위한 ‘ CFX-Solver’ , 해석결

과 처리를 위한 ‘ CFX-Post’  등의 프로그램과 입/출력 값을 



 

 

주고 받으며, 이들을 제어한다.  

 

Fig. 9 Details of optimization 

 

1) 모델 및 격자생성 

 

최적화를 위해, Framework에서 설계변수들을 파라미터화 하

였으며, Fig. 10과 같이 일정 직경을 가지는 배관 내에서, 주요 

열림 각도 30° 를 가지는 밸브에 대하여 3D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Fig. 10 Modeling with ‘ Friendship-Framework V1.6’  

 

해석을 위한 격자는 ICEM을 사용하여 Fig. 11 및 Table 6과 

같이 약 3만 6천개의 사면체요소로 생성하였다. 

 

Fig. 11 Mesh model 

 

 

Table 6 Elements & Nodes 

Elements Nodes 

Numbers 360,000 62,000 

 

2) 유동해석 및 결과 

 

유동해석은 2.1절에서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디스크 열

림 각도 30° 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 Outlet’ 부의 

질량유량 값으로 얻어 내었다. 

 

4.5 최적화 결과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인 Tangent search의 설정 값은 

Table 7과 같다. 전체 탐색 공간을 0~1로 하였을 경우 초기스텝

의 크기는 0.48로, 탐색 공간의 중간점 0.5를 기준으로 0.5±

0.48범위를 초기 탐색공간으로 하여 최적화를 진행한다. 스텝감

소계수는 0.3으로, 다음 스텝으로의 진행 시, 스텝의 크기를 전 

단계의 30%로 감소시킨다. 각 설정 값은 수렴속도, 계산 정도를 

고려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Table 7 Algorithm settings 

Settings value 

Initial step size 0.48 

Variable tolerance 0.05 

Step reduction factor 0.3 

 

최적화는 계산시간과 정도를 고려하여 Fig. 12와 같이 총 30

번의 Iteration을 수행하였으며, 25번째인 ‘ Case 24’ 에서 질량

유량이 약 71.8kg/s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2 Optimization results 

 

최적 해 ‘ Case 24’ 의 목적함수와 설계변수의 값은 Table 8

과 같으며, 그 형상은 Fig. 13과 같다. 



 

 

Table 8 Optimum design value 

 Breadth Height Length Mass flow

Case 24 11.8mm 14.2mm 37.6 mm 71.8 

 

 

Fig. 13 Optimum design ‘ Case 24’  

 

Fig. 14와 같이 최적 형상의 질량유량은 71.8kg/s이며, 초기

형상의 질량유량 값 70.4kg/s보다 약 2% 향상 되었다. 

 

Fig. 14 comparison of mass flow 

 

5. 결 론 

 

이상의 연구 내용으로부터 최적화를 이용하여 선박, FPSO 

및 해양플랜트에서 제어용도로 사용 가능한 버터플라이 제어

밸브의 디스크 형상을 최적화 하였으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디스크 형상을 최적화 하여 유량효율을 개선하였다 

2) 상용 프로그램의 통합화를 통한 형상 최적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에서의 최적화 방법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배관과 육상플랜트, 발전소 등 제어밸브 사용 전분

야에서의 버터플라이 제어밸브에 대한 최적화 가능

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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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플랜트용 설비유지보수관리시스템 개발 

장 다 혜 ,문 호 기 ,소 승 욱 ,서 흥 원 ,한 성 환  (대 우 조 선 해 양 ㈜) 

은 찬 기 ,권 중 근  (이 메 인 텍 ㈜) 

 

해운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 되면서 선사와 선주들의 선박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

가 절감의 노력이 더욱 가세지고 있으며 선박 운영 관리의 많은 영역에서 개선과 향상이 이

루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박 내 설비관리를 통한 수익성 향상과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설비관리 부문에 대한 기술력 확보와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선사와 선주들은 선박 내 설비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

과 도면과 기술자료 등의 실시간 공유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온보드 설비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설비유지보수관리를 통해 보다 합

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관리자를 위한 지능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경영정보 

제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설비 운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설비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전략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선

박 내 설비관리 부문은 새로운 사업과 수익 및 기회의 창출 모델 관점에서 접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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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운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 되면서 선

사와 선주들의 선박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의 노력이 더욱 가세지고 

있으며 선박 운영 관리의 많은 영역에서 

개선과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박 내 설비관리를 통한 수익

성 향상과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

식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설비

관리 부문에 대한 기술력 확보와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선사와 선주

들은 선박 내 설비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

세스 정립과 도면과 기술자료 등의 실시간 

공유에 대한 고민에 집중하고 있다. 

선박 유지보수에 할애되는 비용이 상당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순 유지보수

(Operation & Maintenance) 비용은 선박 

건조 비용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에 이르고 있어 선사와 선주들은 유

지보수 비용 최소화 체계 구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Fig. 1 선박건조비용과 유지보수비용 

 

 하여, 선박 내 설비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민을 했으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IT 융합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했다. 

(2009 년 5 월 ~ 2010 년 4 월, 총 12 개월)    

설비유지보수관리 프로세스 정립과 시스템 

개발을 동시에 수행했으며, 국내 설비관리

시스템 전문 IT 기업인 ㈜이메인텍과 함께 

진행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온보드 설비관리

시스템(이하 “DSME CMMS”)은 실시간 설

비유지보수관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관리자를 

위한 지능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제공으로 장기적 관

점에서의 설비 운영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Fig. 2 DSME CMMS 메인화면 

 

이 같은 설비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 전략은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며, 선박 내 설비관리 부문은 새로운 사업

과 수익 및 기회의 창출 모델 관점에서 접

근될 것이다. 

 

2. DSME CMMS 개발 개요 

 

 DSME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란, 대우조선해양에서 

개발한 선박, 해양플랜트용 온보드 설비관

리시스템이다. 선박 및 해양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선상(船上, On-Board) IT

시스템으로 운항 중 설비보전, 도면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구매 등 관련된 모

든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하면, 선박 

설비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통합한 고객 중심의 One-Solution 시스템

이다. 

 

 

Fig. 3 DSME CMMS 개요도①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탑재하여 최적 운

항을 지원하고 설비 유지보수 관리를 돕는



 

 

 

다. 특히, 선박의 운항 유지보수 혁신을 위

한 다양한 데이터와 지능적인 통제 분석을 

제공한다. 도면, BOM(Bill of Material), 

Vendor 정보와 같은 설계/생산정보 Master

와 설비 사용시간 및 사용횟수와 같은 설

비 정비정보 Master 를 생산하여 DSME 

CMMS 에서 공유하면서 설비유지보수를 가

능하게 한다. 선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

간으로 설비관리 현황 및 점검/정비 이력

을 관리하고 KPI 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기준 정보를 제공한

다. 

본 연구는 운영 효율성을 증가 시키고, 

보전 비용은 감소시키는 최상의 통합 유지

보수 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력

과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시스템으로 반영

할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다. 

 

Fig. 4 DSME CMMS 개요도② 

 

3.  DSME CMMS 주요 기능 

 

기존에 적용되었던 선박관리시스템(SMS: 

Ship Management System) 등이 기초적인 

자재관리나 예방정비 등의 활동에 그쳤다

면, DSME CMMS 는 기존의 관리기능에 선

박 도면관리 ∙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등까

지 가능한 종합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

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고객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선박 운영에 

필요한 설계 ∙ 생산 자료 등을 얻고 활용하

기 위해서는 조선소와의 잦은 접촉이 불가

피하였고, 이 때문에 선주와 조선소간의 업



 

 

무 중복 ∙ 업무 처리 지연 등 비효율적 현

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DSME CMMS 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선종의 선박유지보수관리가 가능하기 때문

에 사소한 장애도 쉽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선박 내 각종 설비들의 유지보

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신뢰

성 있는 데이터 및 가시적인 통계분석 제

공이 가능하다. 또한 도면관리를 이용한 담

당자 별 맞춤 작업관리를 지원하며, 인터페

이스 기능 및 예방 점검, 정비 활동을 통해 

주요 설비 항목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해

결책 제시가 가능하다. 특히, AMS(Alarm 

Monitoring System)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과 같이 선내 기간계 시스

템들과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 주요 설비

에 대한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예방정비 및 점검이 용이하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이 기종간의 연동을 

위해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시스템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시스템 도입과 인터페이

스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별도 비용이 개

별적으로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Fig. 5 기존 시스템과 비교표 

 

 본 시스템의 주요기능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Fig. 6 DSME CMMS 주요기

능 참고) 

 

 

Fig. 6 DSME CMMS 주요기능 

 

� A: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본사에 



 

 

 

자재 구매요청 및 수리신청 정보 

송수신 

� B: 제조 현장에서 USN을 통한 안

전 환경 감시 

� C: 기존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았

던 Hull 등에 대한 Sector별 도장 

등 보수관리 

� D: 자재/재고 입고 시 PDA를 활용

하여 자재/재고량을 CMMS에 전

송 (정확한 자재/재고 수량 파악 

및 필요수량 예측) 

� E: CMMS의 도면 조회/출도를 활

용하여 해당 설비의 정확한 지점

을 파악한 후 CMMS의 예방정비/

점검 오더에 의해 작업 후 PDA로 

CMMS 전송 

� F: 예방점검 설비위치 및 도면정보 

조회/출도 

� G: 예방점검 항목 PDA 전송, 점검 

측정값 CMMS 전송 

� H: AMS를 통하여 운항에 가장 중

요한 엔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상태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

방정비/점검 

DSME CMMS 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적용이 가능하며, 설

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했다

는 데서 타 시스템과는 차별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선박 제작사가 시스템을 제공함

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건조 

정보를 (도면, Vendor 정보 등) 활용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Fig. 7 DSME CMMS 기능상세 

 



 

 

 

Fig. 8 DSME CMMS 프로세스 

 

4. DSME CMMS 구축 방안 상세 

 

� 근거리 항해 

Web 기반 시스템이므로 기본적으로 

Online 통신환경이 지원되면 본선에서 본

사 서버에 접속한다. 

 

 

Fig. 9 근거리 항해 시 구축방안 

� 원거리 항해 

본선 서버를 구축하여 오프라인 동안에 

DB 를 별도 저장하여 온라인 가능 시 

Batch 방식으로 일괄 업로드 한 후 동기화

한다. 

 

 

Fig. 10 원거리 항해 시 구축방안 

 

5. DSME CMMS 적용효과 

  

 DSME CMMS 는 선박 건조시의 설계 ∙ 생

산 데이터까지 고객에게 종합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선주들이 선박 운영에서 필요할 

경우 조선소와 접촉할 필요 없이 바로 시

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선박이 운항 중에 필요로 하

는 자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주사로 

전송함으로써 설비보전 및 자재관리의 효

율성을 극대화했다. 

① 업무의 표준화 

•  필요인력, 자재 및 작업방법의 

표준화 

•  전사적 정보 공유를 통한 지

식경영 실현 

② 업무 효율 증대 

•  용이한 설비 이력 조회 및 작

업계획 관리 

•  신속한 설비 정보 조회 및 정

확한 정보 수집 

•  최적의 조치에 따른 업무 성

과 및 생산성 증대 

③ 설비 이력 분석 및 관리 

•  용이한 KPI 분석 

•  설비 고장 및 작동 정지율 감

소 

④ 예방점검 일정 및 설비 고장 정보

관리 

•  설비보전팀의 인력 낭비 제거 

•  잦은 장애에 따른 불안정한 

운영시간의 감소 

•  고장 패턴화에 따른 반복 고

장율 감소 및 고장 수리비용 

절감 

•  작동 정지율로 발생되는 피해

액 감소 

•  보증 기간 내 설비 장애 시 

보증수리 유도로 수리비용 절

감 

⑤ 자재관리 

•  적정재고 수준 관리에 따른 

재고 회전율의 상승으로 물류 

및 재고비용 절감 

•  자재의 긴급구매 억제에 따른 

구매비용 절감 

•  부품 수명 연장에 따른 수리 



 

 

부품 사용량 및 설비 구입 비

용 절감 

⑥ 작업지시 자동화 

•  불필요한 서류 작업 감소 

 

결언 

 

 선박설비유지보수관리시스템은 FPSO 등 

대형 해양플랫폼에 필수로 탑재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선박의 대형화 등으로 시추선 

및 일반상선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여 점

차 그 활용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

로 고부가가치 IT 기술을 선박 ∙ 해양 건조

기술과 융합하여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

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 산업의 지식 서비스화, 

IT 융합화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기회였으며, 신규 사업분야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했다. 고객의 운영효율 극대화까지 

고려하는 고객지향적인 분야이다. 

앞으로 선박 특성에 따른 구체화된 시스

템 개발이 요구되며, 시스템 도입 및 적용

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고 국내 조선업이 IT 융합

을 통한 차별화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DSME CMMS 는 선박건조에

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 운영 비

용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관리 방

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본 제품을 통해 선박의 건

조에서부터 운영, 폐선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동안의 최적의 유지관리를 보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09 년 5 월부터 2010 년 4

월간 지식경제부 IT 융합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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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O 심정용 해수 펌프의 

구조⦁진동 안전성 평가 연구

조정화(부산대학교), 신성철(부산대학교), 배정훈(부산대학교), 김수영(부산대학교),

요 약

   General pumps for ship require cost-effective, high-efficiency and weight reduction. But pumps for offshore structure require efficiency, safety and 

durability relatively more. Therefore structural/vibratory safety of offshore structure pumps is important. In this paper, we evaluate safety of seawater 

lift pump package to apply FPSO. We created 3D model and then performed structural/vibration analysis. And we evaluated safety about 

structural/vibration.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석유 자원의 감소에 따라 심해자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

어서, 심해 석유 ․ 가스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해양생산설비에 대

한 선주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 해양 구조물 분야가 국내 조선 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양 구조물

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20%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해양 구조물용 pump 분야는 일본과 유럽에서 독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 국내에서의 개발은 미미한 정도이며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해양 구조물용 pump는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 고효율, 중량 

감소 등이 필요한 선박용 pump와는 달리 고효율, 안전성, 내구

성이 상대적으로 더 요구되어지므로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구조물용 pump 중 하나인 seawater lift 

pump package의 FPSO 적용을 위한 구조/진동의 안전성 평가

를 하였다. 구조/진동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seawater lift 

pump package를 이상화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modal 해석과 구

조 해석 및 API 610을 바탕으로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진동 안전성 평가를 하였다.

2. 해석 모델

기존 Seawater lift pump 모델의 사양은 다음 Table 1~2와 

같다.

Capacity 2700 ㎥/hr

Differential Head 120.7 mlc

Speed 1775 rpm

Motor rating 1250 kw / 3300 V/ 4 / 60 Hz

Materials(wetted) UNS S32750

Total length 34 m

Motor Inner Pressure 25 bar

Specific gravity

of sea water
1023 kg/㎥

Table 1 Submerged pump/motor unit

Section Length 6 m

Pipe Thickness 6 mm

Number of sections 5

Diameter(riser pipe) 450 A

Material SUS316L

Table 2 Pipe stack

해석에 앞서 이상화 되지 않은 기존 모델과 강성 및 질량 차이

가 거의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 시간 및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려 개별 부품 및 부분 별로 이상화 하였고 이상화한 pump 

부와 motor부는 Fig. 1과 Fig. 2와 같다.

Fig. 1 Model of pump

Fig. 2 Model of motor

 

 또한 ANSYS workbench 12.1 64bit을 사용하여 유한요소모

델을 생성하였고 pump와 motor의 질점 수, 유한요소 및 방법은 

Table 3과 같이 정의하였고, 그 결과 모델은 Fig. 3과 Fig. 4와 

같이 생성되었다.

Pump Motor

Nodes 131187 341158

Elements 732290 108402

Method Tetrahedrons Hex Dominant

Table 3 Parameter and method for FEM model

Fig. 3 FEM model of pump 



Fig. 4 FEM model of Motor

3. 구조 해석

3.1 구조 해석

  Total system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Fig. 5와 같이 하중 조건

으로는 자중 및 pipe stack 내부압력(1.8MPa), 정수압(맨 아래 

부분부터 15m), 흡입력(pump와 만나는 pipe stack의 끝단, 

7695.22N), motor 내부 압력(2.5MPa)을 두었고 경계조건은 맨 

위 flange와 deck 결합부분을 fixed, motor 내부 bearing 부분을 

frictionless로 두었다.

Fig. 5 Load and boundary condition of total system

 위와 같은 하중/경계조건을 바탕으로 ANSYS v12.1 64bit에

서 구조해석을 하였다. 

3.2 구조 안전성 평가

 위와 같은 하중/경계조건을 바탕으로 ANSYS v12.1 64bit에

서 구조해석을 하였다. 결과는 Fig. 6~7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때의 최대응력과 안전계수는 Table 4와 같다. 이 때, 소재

(SUS316L)의 항복강도는 580 MPa이며, 용접효율(0.8)을 고려

하면 설계항복강도는 464 MPa이다.

Design yield 

strength (MPa)
Safety factor

Maximum stress

(MPa)

464 4.87 95.26

Table 4 Safety factor and Maximum strength

Fig. 6 Structure analysis of total system

Fig. 7 Structure analysis of pipe stack

구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력이나 내부 압력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의 하중 값으로 계산하였을 시, 안전 계수가 

4.87로 나타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4. 진동 해석

4.1 가진 주파수 산정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가진 주파수를 산정하였다.  

Motor의 최대 속도는 1775 rpm이고 이에 따라 가진 주파수는 

29.58Hz로 산정되었다. 또한 상용 회전수를 80%로 고려하여 

1420rpm(23.67 Hz)의 상용 가진 주파수도 고려하였다. 

4.2 Modal 해석 

 Modal 해석은 Pump부, Motor부, Total system으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ANSYS workbench 12.1 64bit를 사용하



여 해석하였다. 

 Pump부는 free-free조건, Motor부는 Pump부와 결합되는 부

분과 Rotor의 끝단을 fixed 조건을 주어 해석하였다. 그 결과 값

은 Fig. 8~11과 같이 나타난다.

Fig. 8 Modal analysis of x direction in pump 

Fig. 9 Modal analysis of z direction in pump

Fig. 10 Modal analysis of x direction in motor

Fig. 11 Modal analysis of z direction in motor

Modal 해석 결과, Pump부와 Motor부의 1차 고유진동수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1st Natural Frequency

X방향 Y방향

Pump부 445 450

Motor부 57.979 58.713

Table 5 Natural frequency of pump & motor

Total system에 대한 Modal 해석은 구조해석의 결과를 

pre-stress로 하고, total system 맨 위의 Flange와 Deck결합부

분을 Fixed 조건으로 주어 해석하였다. 또한 Total system을  3

가지 모델(전체가 Solid로 된 기준 모델(Fig. 12 왼쪽), Pipe부는 

Solid/Pump부와 Motor부는 Pointmass로 된 모델 1(Fig. 12 가

운데) 및 Pipe부는 Shell/Pump와 Motor는 Pointmass로 된 모델 

2(Fig. 12 오른쪽))로 해석하여 모델 Type에 따른 해석 값의 차

이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Fig. 12 Standard model / Model 1 / Model 2

Total system의 Modal해석 결과로 Table 6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Model 2(Pipe-Shell / Pump, 

Motor-Pointmass)가 standard 모델과의 차이가 작아 해석 시간 

및 복잡한 형상으로 인한 오류의 축적을 고려할 때, 좋은 해석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Standard 

model

Model 1

(Pipe-Solid / 
Pump, 

Motor-Pointmass)

Model 2

(Pipe-Shell / 
Pump, 

Motor-Pointmass)

x direction/

z direction

x direction/

z direction

x direction/

z direction

1st order 

natural 

frequency

1.8733/

2.0171

1.9924/

1.9928

1.767/

1.7715

2nd order 

natural 

frequency

5.0302/

5.2537

6.3337/

6.3352

5.668/

5.6788

Table 6 Natural frequency of total system

4.3 Modal Test

실험 기구 및 시제품의 제약으로 Pump부에 대해서만 Modal 

Test를 수행하였다. Test는 (주)STX metal측에서 주관하여 진행

하였으며, Test 경계 조건은 Modal 해석 시와 동일하게 Free 

support조건으로 수행하였다.

Line과 3D의 두 가지 형태로 응답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13, Table 7과 같다.

Criteria

Location of vibration measurement

Pump thrust bearing housing or 

motor mounting flange

Pump shaft

(adjacent to bearing)

Pump bearing type

All
Hydrodynamic guide bearing adjacent to 

accessible region of shaft

Vibration at any flow within the pump's preferred operating region

Overall
   RMS

(  RMS)



 ×   peak-to-peak

[ mils peak-to-peak]

Not to exceed


  peak-to-peak

(4.0 mils peak-to-peak)

Discrete frequencies
   RMS

( RMS)
For       

Allowable increase in vibration at flows 

outside the preferred operating region 

but within the allowable operating 

region

30% 30%

Vibration velocity and amplitude values calculated from the basic limits shall be rounded off to two significant figures

where



   is the overall velocity.

   is the discrete frequency velocity.



  is the amplitude of overall displacement.

  is the amplitude of displacement at discrete frequencies measured with a FFT spectrum using a Hanning window and a 

minimum frequency resolution of 400 lines.

   is the rotational speed expressed in 

Table 8 Pump vibration criteria of API 610

Fig. 13 Modal test of pump (1st mode)

Analysis Test (Line) Test (3D)

Hz Hz Error(%) Hz Error(%)

Direction

-X
445

436.4 1.9 436.5 1.9
Direction

-Z
450

Table 7 Comparison between modal analysis and modal 

test



위의 결과, Modal 해석 값과 Test 값의 오차가 매우 작은 것

으로 나타나 Modal 해석 결과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4.4 강제 진동 해석

Motor부와 Total system에 대하여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Motor부의 무게중심에 1650N의 힘을 작용시켜 결과를 도

출하였다. 그리고 진동 안전성 평가는 API 610규정(Table 8)을 

고려하여 평가 하였다. 

4.3.1 Motor부의 강제 진동 해석

Motor부의 강제 진동 안전성 평가는  API 610규정(Table 8)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Motor부 강제 진동 해석의 경계조

건은 API 610규정을 따라 해석하였다. 이를 보면 명시된 Motor

의 Mounting Flange에서 주파수 응답 값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 

지점 V
RMS 

의 Overall값이 5 m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Fig. 14와 같이 API610 규정에 명시된 motor mounting 

flange에서 주파수 응답 값을 측정하였다. 

Fig. 14 Measuring point of motor

 경계조건으로 Fig. 15와 같이 1650N의 가진력을 수평방향으

로의 적용하고, Damping factor는 규정을 따라 0.02를 적용하였

다. 또한, Motor부의 Pump부와 결합되는 부분과 Rotor의 끝단을 

fixed조건으로 두었다. 

Fig. 15 Boundary condition of motor

이 때, 가진력은 회전수의 거동을 고려하여 변동적인 값을 적

용하였다(Fig. 16). 상용 가진(1420rpm)시의 힘을 1650N으로 적

용하였고, 최대 주파수 29.58Hz와 Pump의 Blade개수(7개)를 고

려하여 250Hz까지 고려하였다. 

Fig. 16 Load condition of motor

Motor부 강제진동해석 결과는 Fig.17~19와 같이 나타났다.

Fig. 17 Frequency response at Motor mounting flange (X 

direction)

Fig. 18 Frequency response at Motor mounting flange (Y 

direction)

Fig. 19 Frequency response at Motor mounting flange (Z 

direction)



4.3.2 Total system의 강제 진동 해석

Total system 강제진동해석에서는 motor mounting flange와  

그 외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끝단에서 주파수 응답 값을 측

정하였다.

Fig. 20 Measuring point of total system

경계조건은 Fig. 21에서와 같이 1650N의 힘을 수평방향(X방

향)으로 적용하였고 pump부와 결합되는 부분과 rotor의 끝단을 

fixed조건으로 두었다.

Fig. 21 Boundary condition of total system

 이 때, Motor부와 마찬가지로 가진력은 회전수의 거동을 고

려하여 변동적인 값을 적용하였다(Fig. 22). 상용 가진(1420rpm)

시의 힘을 1650N으로 적용하였고, 최대 주파수 29.58Hz의 15%

까지 고려하였다. 

Fig. 22 Load condition of total system

4.4 진동 안전성 평가

 앞서 산정한 가진 주파수와 Modal 해석을 통하여 얻은 고유

진동수를 비교하여 진동 안전성을 평가했다. 

Natural 

Frequency

(Hz)

1st 2nd 3rd 4th 5th 6th

Motor

x
57.9

79

263.

78

597.

15
- - -

z
58.7

13

264.

06

598.

71
- - -

Total

 

System

x
1.87

33

5.03

02

9.50

24

15.6

72

23.4

36

37.6

41

z
2.01

71

5.25

37

9.67

56

15.6

99

23.5

27

38.0

06

Table 9 Natural frequency of motor and total system

가진 주파수는 29.58Hz로 Table 9의 Motor부의 1차 고유진동

수 및 Total system의 5차 고유 진동수와 비교하여 20%이상의 

분리 여유를 가지므로 공진에 대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Motor부 강제 진동 해석의 결과 또한 아래의 Table10과 같이 

API 610 규정의 한계치인 5.0을 넘지 않아 안정적이다.

V
RMS

(mm/s)

Overall

X Y Z 한계

Motor 

Mounting

Flange

0.0201 0.0186 0.0002 5.0

Table 10 Frequency response of motor

5. 결론

펌프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펌프가 받을 수 있는 

외력들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최대응력과 허용응력

을 비교하여 4이상의 안전율을 가지므로 본 펌프 모델이 구조적

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진동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공진 회피를 위하여 

펌프의 고유진동수와 가진 주파수를 비교하였으며, 그 값들이 

20% 이상의 분리 여유를 가지므로 본 펌프 모델이 공진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 된다.

가진력이 주어졌을 때의 진동 응답을 파악했고 motor부의 경

우 그 값이 규정된 한계 값을 넘지 않으므로 본 펌프 모델이 가

진력을 받았을 때 안전하고 평가된다. 

참 고 문 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2004. Centrifugal Pump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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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SC에서의 HANDHELD장비 도입연구

이정민(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경호(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부교수)

요 약

최근 선박의 입항 이후에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출항정지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선주의 손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PSC(Port State Control)는 신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선급에서는 선박의 입항 전 PSC 항목을 선주에게 제공함으로서 입항 

및 출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PSC는 검사원이 PSC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면에 프린트된 

Checklist를 손에 들고 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각 종 검사 이력관리 및 검사에 관련된 정보는 수기 입력 및 수동적인 절차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시간 및 검사 결과의 정확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는 전산에 의한 이력관

리 및 IT융합을 통한 PSC검사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C 검사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전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사자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의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버-클

라이언트의 체계에 의한 검사 결과 관리 및 HANDHELD장비 도입을 통한 실시간 정보 획득 및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HANDHELD장비 도입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PSC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대한 도입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사 지원 체계는 경험이 부족한 검사

원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선박의 출항정지 사례를 

줄이고 선주에게는 보다 높은 신뢰도 및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연구 배경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는 선주, 선급 및 기

국(Flag State)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

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으로서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PSC의 중요

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 MOU별로 PSC 점검 

비율의 강제화 및 점검비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TOKYO MOU의 

경우, 50%에서 75%로 상향된 바 있다. 각 MOU는 출항정지율

이 높은 선사, 기국 및 선급 등을 분류하여 인터넷에 명단을 공

개하고 있고 PSC 우선점검실시와 입항 거부 등의 직접적인 불이

익을 주고 있는 바, 효과적인 PSC시행을 위해서 규정 및 PSC 

검사관 교육 등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Korean Register) 2010년 한국선급에서의 출항정지 사례에 따

른 원인 분석에 따르면 선박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주기적 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PSC 수검 능력 및 후속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 (Korean Register) 이것은 선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로서 현재는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거나 교육 동영상을 제

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선박관리 연계 시스템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보

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원

들의 노령화에 따른 교육 효과의 저감 및 많은 교육 시간이 필요

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개선된 형태의 PSC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선원들의 부족한 자질

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PSC 이후의 신속한 

후속 조치 및 검사기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SMART-PS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장비의 도입에 대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선

원의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고 본선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주기

적인 점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PSC수행에 있어서 출항정지라

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오염을 줄이고 선주 측면에서

는 조선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선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 SMART-PSC

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모바일 기기들의 적용 형태에 대

하여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관련연구를 소개하며 4장에서는 

SMART-PSC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

다. 그리고 5장에서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프로토

타입의 구축과 함께 평가를 통한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2. SMART-PSC

SMART-PSC는 기존의 PSC 검사 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선원의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여 본선의 효과적인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검

사체계 및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Fig. 1 Advantages of SMART-PSC

시스템적으로 선원 개인의 자질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

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PSC의 전산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화 된 PSC에 기반 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제공을 가능

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선원들의 자질을 보완하는 데에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자에게 시스템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노력은 일찍이 자동차, 항공, 건설 등의 여타 다른 

산업에서도 이미 연구된 바 있으며 3장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 한다. 

3. 관련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찍이 자동차(Klaus Bengler & 

Robert, 2004), 항공(Holger et al, 2005), 건설(F. Doil et al. 

2003),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IT융합을 통하여 작업자/엔지니어

에게 전문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한 바 있으며 조선에서는 KAD/KAM(Knowledge-aided 

Design/Manufacturing)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Lee, 

2004) 가시화 및 구체적인 사용자 지원 측면에서 본 연구는 차별

성을 가지고 있다. HANDHELD장비 관점에서 본다면 

UMPC(Ultra Mobile PC), HMD(Head Mount Display), Smart 

phone, Laptop 등과 같은 장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아래는 그 사

례를 보이고 있다. 

3.1 AUGMENTED REALITY AT AIRBUS (Dominik, 2006)

항공분야에서는 복잡한 부품의 조립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실수

를 방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증강현실 기반

의 사용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청수 파이

프에 대한 설치의 과정을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가시화하여 설치

를 돕도록 하고 있으며 HMD기반의 가시화 장비를 통하여 제공

하고 있다. HMD는 HANDHELD가시화 장비로서 개인에게 컴퓨

터가 생성한 정보를 현실세계와 중첩시켜 보여줄 수 있는 고글형

태의 장비이다. 

Fig. 2 AR-supported installation tasks (Airbus)



3.2 VIRTUAL REDLINING FOR CIVIL ENGINEERING 
(Gerhard, 2008)

Redlining은 도시 지형 정보와 도시 시설물 및 인프라를 비교

하여 지도화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시각적인 정보의 인지에 의

존하였으나 매설되어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

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

기에서 GPS정보와 도시 시설물에 대한 3차원 정보 및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하여 UMPC상에서 현재 매설되어 있는 도시 인프라

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하여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지도

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의 평가에 의하면 깊이 정보에 대

한 것을 알 수 있어서 보다 쉽고 인지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

으며 앞으로 좀 더 발전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림 3 Virtual redlining for civil engineering: UMPC 

device (left) and system demonstration (right)

4. SMART-PSC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기존의 PSC는 지정된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와 결과를 수기

로 입력할 수 있는 checklist를 소지하고 선원 및 검사관이 검사 

후 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checklist의 

일부를 보이고 있다. 

Fig. 4 PSC checklist

위와 같이 checklist는 검사 구역과 검사 대상, 그리고 검사 항목

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를 G, F, P 중의 한 개로 표

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의 checklist 만을 가지고 정확한 

PSC의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PSC항목에 대한 결과를 사

진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수검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검체계는 전문적인 검사원 혹은 엔지니

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

한 선원 및 경험이 부족한 엔지니어는 정확하고 신속한 PSC 검사 

수행이 어렵게 된다. 또한, PSC수행 시에 필요한 정보 및 소지하

여야 하는 장비의 수에 따라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인 HANDHELD장비를 도입하여 수

검자를 지원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PSC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체계 대비 개선 사항에 대한 항목을 표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existence (ex.) improvement (imp.)

checklist electrical document

paper
UMPC / Smart device / etc.

digital camera

recognition type

ex. eye imp. auto-recognition

results managing & delivering type

ex. paper deliver imp. electrical document / 
wireless transferring

Table 1 Improved PSC syste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작업지원을 위하여 HANDHELD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위 표에 따라 3가시 형태로 나누어 장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4.1 MOBILE DEVICE
 개인의 작업 지원을 위해서는 모바일리티 컴퓨팅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며 현재는 표준화 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들이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장비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의 활용 

측면이나 개발자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데스

크탑 환경에서는 INTEL과 APPLE 등의 표준화된 스펙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는 크게 OS에 따라 ANDROID, 

MAC OS, WINDOWS MOBILE, 바다 등의 표준화 되지 않은 시

장을 가지고 있다. 

4.1.1 ANDROID
 개발자 측면에서 ANDROID는 WINDOWS MOBILE 등과 차별

하여 리눅스 기반의 완전 개방형 플렛폼이며 따라서 수 많은 개

발자들이 이를 확장, 대체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입맛에 따른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포 및 활용 면에 있어서도 유연한 성격을 가진

다. JAVA 언어를 활용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ANDROID시장

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4.1.2 MAC OS
 APPLE사에서는 IPhone/iPAD를 통하여 모바일 시장의 선점

을 노리고 있으며 위의 두 기기는 감성 품질로서 많은 시장을 이

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측면에서 본다면 어플리케이션

의 개발의 시작과 배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

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배포가 되어 있으나 완전하게 오픈이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드파티

(THIRD PARTY)의 확장 적용이 느리게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OS의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

으며 3차원의 모델을 활용해야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활용도

가 높아질 수 있다. 

4.1.3 WINDOWS MOBILE
 INTEL사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로서 데스

크탑 WINDOWS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WINDOWS 

MOBILE 6 (WM6) 버전 이전에는 많은 실패가 있었으나 최근 

WM7을 발표하면서 다시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가장 

시장이 적고 디바이스도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윈도우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의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이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프로

토타입의 활용에 있어서도 빠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윈도우모바일 운영체제 기반의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

다. 그러나 WM7의 디바이스가 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ANDROID의 운영체제를 가지는 디바이스가 시장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 기업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가능성은 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2 RECOGNITION TYPE
 기존의 PSC에서는 PSC대상을 직접 찾아다니며 눈으로 확인

해야한다. 수많은 대상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인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

였다. 물체를 인지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크게 2가지 정도의 방법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센서타입의 인지방법이다. 

센서타입은 Zigbee, RFID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베터리가 필요

로하지 않은 수동형 시스템에는 RFID가 주로 사용된다. 두 번째

는 형상 인식을 통한 인지 방법으로서 바코드, 마커, QR코드 등

의 방법이 존재한다. 이 방법은 구현하기 쉽고 카메라 등의 단순

한 장비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선박과 실내등의 주변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RFID를 활용한 인

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RFID에서도 강재

에 영향을 적게 받는 900MHz이상의 고주파수를 활용한 리더 및 

태그 타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4.4 SMART-PSC SYSTEM CONFIGURATION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ANDHELD장비로

서 WINDOW MOBILE 운영체제 기반의 UMPC와 RFID reader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RFID는 900MHz의 대역을 사용하도록 하

였다. 아래 그림은 SMART-PSC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PSC 대상에는 RFID Tag가 부착되어 있으며 검사자/선원은 

UMPC와 RFID reader를 소지하고 있다. RFID reader의 경우 

145mm x 50mm x 30mm (H x W x D)의 크기에 170g의 적은 

무게를 가지고 UMPC의 경우 7인치에 690g의 무게를 가지므로 

소지하기에 용이하다. 

Fig. 5 Concept of SMART-PSC with handheld devices

검사원/선원이 이동함에 따라서 RFID reader는 지속적으로 

tag를 탐지하며 탐지가 되었을 경우 UMPC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UMPC에는 SMART-PSC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UMPC를 통하여 검수의 결과 입력 및 사진촬영 등의 기능을 지

원한다. 또한, checklist는 XML의 표준을 따르며 네트워크가 지

원되는 환경에서 선급/검사기관 등의 장소로 무선전송이 가능하

다. 

5. SMART-PSC 프로토타입

4장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SMART-PSC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으며 Survival Craft와 Launching arrangements를 대상

으로 하였다. Survival Craft/Launching arrangements는 구명보

트와 비상시에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장비에 

대한 것이다. 3차원 모델은 3DMax에서 모델링 된 것을 활용하였

으며 checklist에 존재하는 PSC항목을 매칭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GUI를 배치하였다. 본 프로토타입에서 활용한 

HANDHELD 장비는 다음과 같다. 

Fig. 6 RFID reader (left) and UMPC (right)

본 연구에서 활용한 RFID 리더기는 DOTR-900 제품으로서 

블루투스와 USB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900MHz 대역의 RFID 

리더로서 많은 강재들이 존재하는 선박환경에서 활용가능하다. 

그리고 UMPC는 800Mhz의 처리속도를 가지는 제품으로서 운영

체제는 Windows환경이며 블루투스와 무선인터넷 환경을 지원한

다. 

5.1 테스트배드 구성 및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대상은 Lifeboat와 Launching arrangements에 관

한 것으로서 각 PSC 항목에 대하여 RFID 태그를 부착하며 

READER를 통하여 그 결과를 UMPC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 Test bed (left) and lifeboat hull model (right)

테스트베드의 구성은 Fig. 7 (left)와 같다. lifeboat는 Fig. 7 

(right)와 같은 hull모델로 대체하였으며 그 위에 RFID 태그를 부

착하였다. 그리고 lifeboat 모델과 검사원/선원의 거리는 2미터 

정도이며 RFID reader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 이다. 2미터 이내

에 있는 RFID 태그는 모두 인식 될 수 있으며 100개 이상의 

RFID 태그를 인식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원/선원이 이동 함에 

따라서 2미터 이내에 있는 태그는 모두 인식이 될 수 있으며 따

라서 대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이동함에 따라서 물체가 검사

원을 인식해 알리는 형태의 검사 체계가 가능하게 된다. 



5.2 프로토타입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토타입은 아래 그림과 같다. 사용자

는 RFID reader를 소지하고 움직일 경우 RFID태그가 인식이 되

면 그 내용을 UMPC에 알리고 PSC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

다. Fig. 8의 우측 하단의 그림은 lifeboat의 3차원 모델을 보이

고 있으며 PSC의 수행 위치를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PSC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GUI를 표시하고 있으며 PSC checklist의 전자문서화 한 결과는 

Fig. 8의 좌측 하단에 보이는 바와 같다. 

Fig. 8 SMART-PSC PROTOTYPE

전자문서는 xml의 표준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이 결과는 다시 

Fig. 8의 상단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checklist의 형태에 기

반을 두어 시스템 상에서 재 구현되었다. 

5.3 평가
본 SMART-PSC의 프로토타입은 RFID와 UMPC의 모바일 장

비를 활용하여 검사자/선원의 자질을 보완하고 PSC의 전자문서

화를 통하여 보다 쉽고 정확한 이력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연구되었다. 본 프로토

타입은 선박에 승선 및 검사의 경험이 있는 현장 엔지니어와 경

험이 부족하지만 조선지식은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PSC

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

하였다. 정량적인 평가는 기존의 PSC 체계와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PSC 수행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고 인터뷰를 통하여 사

용자의 친숙도 및 자질의 보완 여부를 묻도록 하였다. 또한, 테

스트베드에 들어왔을 경우 검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

았으며 스스로 checklist에서 검사대상을 확인하고 테스트베드에

서 눈으로 그 대상을 비교하여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엔지니어와 학생 모두 기존의 방법에서는 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 순서와 현재 검사 대상의 위치 및 검사 우선 순위 등의 판

단을 하는 검사 이전의 소요시간을 평균 3분 이상으로 소요하였

으며 검사 대상을 확인하는데에 1분 내외의 소요시간을 가졌다. 

또한 검사 대상에서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글자로 작성되어 

있는 checklist를 활용하였을 경우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닌 이

상 PSC 수행 항목을 인지하는데 항목별로 소요시간이 발생하였

다. 그러나 프로타타입을 활용하였을 경우 엔지니어와 학생 모두 

테스트배드에 진입하였을 경우 대상을 바로 인지 할 수 있었으며 

또한 글자로 작성된 checklist와 3차원 모델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선된 형태의 시스템을 통하여 PSC 항목

별 위치 확인 및 인지에 많은 시간이 요소되지 않았다. 개인 별 

인터뷰 결과 기존의 PSC체계에서는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부담

감과 대상 파악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개선된 

체계에 있어서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으나 개인의 경

험과 함께 활용한다면 사용자의 자질의 보완 및 부담감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한 검사자/선원의 

경우에도 보다 쉽고 정확하게 PSC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PSC에서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출항

정지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이고 더 나아가 선박 기자재들의 미

흡한 유지보수 결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지원을 하

기 위하여 개인 HANDHELD 장비를 활용한 SMART-PS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출항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선주의 거

래지연에 따른 손실은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선사의 신

뢰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정확한 PSC는 중요하

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부족한 자질과 노령화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검사관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으

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SMART-PSC는 개인 자질의 보완 

및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PSC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한다. 또한, PSC에 대한 전자문서화를 통하여 선급 및 검사기관

의 선박관리도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차별화 

된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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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as the energy consumption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is increased over 

the world its industry is enlarging the field development up to the offshore reservoir.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may be the best solution to mount all the 

LNG plant facilities on ocean just like onshore plant complex since it generally gives 

sufficient space to do. Topside is the structural frames fastening and supporting the LNG 

plants on the floating unit and accordingly it is so essential to complete the offshore-

based LNG plant complex. Topsides for LNG plant process are partitioned from FPSO hull 

by modularizing them on the module supporting structures. This paper describes the 

modularization of LNG topsides, which was developed for FPSO of 210K m
3
 storage 

capacity. In order to make the optimized arrangement for every module, the risk-based 

activities were performed considering LNG plant process from subsea well to storage. And, 

structural members were basically selected from other oil projects in shipyard and verified 

by FE analysis.  

 

 

 

 

1. Introduction 

With the high energy consumption worldwide it is 

anticipated that the liquefied natural gas (LNG) trades are 

also increased over the coming years (Fig.1) [Gaz Natural 

Liquefie & Wood Mackenzie, 2009]. Currently many 

offshore floating facilities like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FPSO), are being operated in the oil reservoir 

field development. But, for the natural gas industry the 

prominent offshore fields had been rarely developed,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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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to the onshore facilities.  

 

 

Fig. 1: Yearly Trend of Global LNG Trade 

Since FPSO has been extensively used as a supporting 

facility for oil process plant, it could be quite advantageous 

to apply it for the natural gas process from inlet to storage 

through gas liquefaction. Generally FPSO gives as enough 

space as most gas processes can be mounted on its 

deck and besides, the hull framing systems, e.g. bulkhead, 

girder & stiffener, make the whole plants be safely 

positioned. Furthermore, the hull itself could give sufficient 

storage spaces of the refined gas product. 

This paper introduces the topsides newly developed for 

the offshore-based LNG storage of 210K m
3
. Topsides are 

deployed on LNG FPSO considering its sequential plant 

process from subsea well, risk from explosion, LNG 

offloading and machineries, etc. On each module, all the 

necessary equipment required for the process are 

positioned taking material handling, escape route, pipe & 

cable routing and so on into consideration. Especially, the 

hull motion under its in-place condition is taken into 

account concerning the machineries’ arrangement due to 

sloshing or inertia. It is also highlighted that the structural 

framing for supporting all the primary machineries and 

sustaining the structural integrities from the environmental 

sea loads are made on the basis of some finite element 

analyses & lessons learned from lots of oil FPSO 

experiences, so that the topside loads can be easily 

transferred onto the module stools and kept its structural 

configuration. Module support stools for safely positioning 

the topsides from hull motion are presented with a new 

concept which is more enhanced in terms of its fabric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In the end of this research 

the philosophies for LNG topside modularization on side-

by-side based LNG FPSO are technically overviewed. 

2. Offshore LNG Process 

To achieve a maximized value chain of LNG business, 

the mixed gas from the subsea reservoir shall be treated 

through a relevant plant process. In order to produce a 

suitable LNG from the offshore gas reservoirs for end users, 

in particular, special offshore facilities like FPSO, LNGC, 

FSRU, etc shall be essentially provided. LNG FPSO is an 

offshore facility for gas production and liquefaction. Fig.2 

below shows briefly the value chain of LNG from gas field 

to end user. 

Currently abt. 70% gas fields are appropriated for mid-

scale LNG FPSO (~ 2 MPTA) and others for large-scale 

LNG FPSO above 3.5 MPTA. Therefore, topside modules for 

LNG FPSO with the gas productivity of 2 MPTA we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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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Value Chain of LNG from Gas Field to End User in Offshore 



 

 

LNG FPSO has basically the same process of gas 

production with onshore plant. However, it shall be 

processed on a limited floating area and stored in floating 

vessel. Overall process flow of gas production from subsea 

wells to storage in tanks is given in Fig.3 below. 

Before liquefying the natural gas, it is essential to 

remove all the needless contaminants such as condensate, 

CO2, sulfur (H2S), water, etc. The following are such 

contaminants mainly mixed in feed gas: 

� H2O (water) 

� CO2 (Carbon Dioxide) 

� H2S (Hydrogen Sulfur) 

� Hg (Mercury) 

� RSH (Mercaptan)  

However, in any case of containing some economic 

matters like methane, ethane, propane, butane and heavier, 

they will be stored as by-product in the independent 

storage tanks through a fractionation process. Accordingly, 

LNG FPSO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removal of 

contaminants and the storage of condensate and LPG as 

by-product. 

Especially, the amount of CO2 among the contaminants 

is so critical in the capability of LNG FPSO. Accordingly 

LNG FPSO was developed as a generic LNG FPSO to be 

capable of treating a range of 3 ~ 10% contamination of 

CO2 by mounting a membrane process to filter CO2 on 

topsides. Topsides for LNG process could be classified into 

following: 

� Inlet: Feed gas is supplied from subsea riser & turret 

� Membrane: Filtering CO2  to be adjustable to LNG 

production 

� AGRU: Removing acid gas and regenerating amine 

� Dehydration: Dehydrating to meet LNG liquefaction 

inlet condition 

� Liquefaction: Liquefying gas through cooling process 

with refrigerant 

� Fractionation: Fractionating gas in the liquefaction 

process to extract by-product like LPG 

� BOG: Treating boiled off gas from LNG cargo 

containment 

3. Modularization 

Due to the limited space on hull, LNG process shall be 

modularized like compact sized bricks to be able to lay 

them on the hull. This is called “modularization”. The 

modularization is an effective & systemic solution to enable 

to simply handle complex plant on an offshore floating 

structure. Normally stick-building method is used at the 

unrestricted area like onshore plants. For modularization 

method, the modules shall be basically less sensitive for 

integrated process and enhance operability at the sea site 

and constructability in the yard with hull.     

Standardized modularization gives comprehensive 

benefits for the design of FPSO-based plant facilities, 

which are as below [Wayne Muller & Norb Roobaert, 

2008]: 

� Cost effectiveness 

� Schedule improvement 

� Flexibility 

� Interchangeability 

� Scalability 

� Expan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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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Overall process flow of LNG production 



 

 

� Quality Control 

� Safety 

4. Module Restriction 

To modularize the topsides on LNG FPSO hull some 

restrictions as the following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Hull motion under sea environment 

� Accelerations induced from hull motion 

� Hull girder effect, e.g. structural deformation of hull 

� Hull structural framing space 

� Restricted available space on hull 

� Sea-keeping method 

� Offloading method 

� Constructability 

4.1 Hull motion under sea environment 

Hull motion of LNG FPSO will make inertial loads to the 

topsides, from which their framed structures might be 

strengthened or any liquid vessels on them might be 

sloshed. Further, in case of extreme environment the 

topsides may be inoperable. Since the hull is also flexible, 

the topsid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hull deformation. 

Fig.4 below shows the effects on hull motion & deformation. 

 

Fig.  4: Hull Motion & Deformation due to Wave Loads 

4.2 Support Configuration 

The supporting concept is also one of important keys 

for modularization of topsides. As shown in Fig.5, the 

topsides reactions & framing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upport locations. 

 

Fig. 5: Effect of Topside Support Configuration 

4.3 Restricted Space of Hull Deck 

In order to deploy all the process plants on to LNG 

FPSO hull, the modularization shall be implemented 

focusing on the limited space. It is certain that onshore 

plant may not have the restricted space but, to deploy 

them on to LNG FPSO all the topside modules shall be as 

compacted as possible. However, it might increase 

explosive overpressure due to topsides’ complexity in any 

case of accidental explosion. 

4.4 Sea-keeping Method 

The type of sea-keeping method is also a key 

parameter for topside modularization on LNG FPSO since 

the design external loads from environment wi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its type. Normally LNG 

FPSO with permanent sea-keeping way should be 

sustained even under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al loads. 

Fig.6 shows the conceptual sea-keep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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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ous Sea-keeping Method of FPSO 

4.5 Offloading Method 

For offloading way, there are two (2) offloading methods 

for FPSO facility: tandem & side-by-side offloading. In 

general, LNG offloading is performed with side-by-side 

way through ‘Chicksan’ loading arm, which may restrict 

the lateral extent of modules not to collide with the 

offloading cargo vessel. The studies regarding the any 

possibility of the collision with LNGC were implemented as 

shown in Fig.7. From the studies, the allowable clearance 

was determined along with 50% deformation of pneumatic 

fender & 3 deg roll angle. 

 

 

 

Fig. 7: Study for Clearance for Side-by-side Offloading 

4.6 Constructability 

Besides, during the integration of topsides on LNG FPSO 

hull on yard the lifting capability and the structural framing 

should be ensured. Fig.8 is an example on the lifting 

constructability by in-house floating crane barge. 

 

Fig. 8: Module Integration by Lifting Crane 

5. Module Arrangement 

Topside modules were arranged by considering process 

flow, risk potentiality from explosive event, material handling 

for a maintaining or repairing work. The philosophies for 

the topside deployment on LNG FPSO hull are in general 

as follow: 

� Process flow 

� Main functionality 

� Main equipment volume & weight 

� Pipe & cable routing 

� Maintenance and/or repair 

� Escape route in a catastrophic event 

� Sloshing or inertia from LNG FPSO hull motion 

� Risk & safety 

LNG FPSO was developed with a single turret 

production (STP) which is located at the space just after 

the accommodation building. The single turret functions not 

only the positioning mooring but also the terminal of the 

feed gas from subsea wells.  

Power module containing three gas turbines was divided 

into two parts for the emergency condition and finally 

located at STBD & Port side. Further, to ensure some 

laydown spaces for material handling from/to supply boats, 

the laydown areas were respectively put beside the power 

modules. Since the feed gas from subsea wells shall be 

pretreated before liquefaction, inlet module was positioned 

at the front side of Port. Less risky modules were deployed 

as at STBD as possible since shuttles for offloading LNG 

or LPG are designated to be at STBD side. Accordingly 

AGRU & Dehydration which were relatively more hazardous 

were arranged at Port. As per design basis of LNG plant 

capability, two (2) trains of liquefaction were taken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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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nd arranged at both sides: Port & STBD. In 

particular, the fractionation process treating relatively 

heavier gas was mounted at the very end of topsides, 

considering that they may escalate high explosive 

overpressure in a case of explosive event. Table 1 shows 

the overall topside modules arranged on FPSO hull.  

Table 1: Topside Module Arrangement for Developed LNG FPSO 

PORT STBD Center

Power #1 & Laydown Power #2 & Laydown Piperack

Inlet Future Piperack

AGRU no.1 Utility no.1 Piperack

AGRU no.2 Membrane Piperack

Dehydration Utility no.2 Piperack

Liquefaction no.1 BOG Piperack

Fractionation & LPG Liquefaction no.2 Piperack

 Refrigerant  Make-up 

 

6. Material Handling 

One of key factor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for 

LNG FPSO topsides may be material handling way. 

Generally many kinds of handling tools are utilized at FPSO 

project as shown in Fig.9. The handling tools are various 

from cart moving light materials to hydraulic powered trolley 

which is capable of moving heavy materials.  

 

Fig.9 Handling Tools used on FPSO Projects 

As exampled in Fig.10 below, the horizontal handling of 

materials on a process deck is performed by cart, hoist on 

monorail or jib crane and then, they are longitudinally 

moved by bridge crane or hydraulic powered trolley 

through piperack floor. Finally, arriving at laydown areas, 

they are offloaded onto supply boats by pedestal crane.  

 

 

Fig.10 Example of Material Handling Path on Topside 

Piperacks were arranged along longitudinal direction 

between port & starboard modules, which could be used 

as a main material handling route. 

7. Module Support Stool 

Module support stool (M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mechanically connecting between topside and hull and 

transferring the topside loads on to hull side. Bearing 

pad independently releases the moments of both hull 

side & topside. The lateral shift & uplifting of topsides 

due to LNG FPSO motion on site are controllable by 

side stoppers and uplift strap respectively. 

7.1 Long Stool or Short Stool 

For determination of the most appropriate stool 

configuration, long & short stools as shown in Fig.11 were 

compared in terms of the resultant stress of topside from 

all the applied loads. From the outcome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long stool gives less sensitive results on 

topside structure than short stool. Thus, topsides developed 

herein adopted the long stool configuration. 

 

 

Fig.11 Long Stool & Short S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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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Bearing Pad 

Elastic bearing pad is generally utilized for the sliding 

effect so as to effectively isolate topside module from hull 

deflection [L. Henriksen et. al, 2008]. The stiffness for each 

load component can be calculated as Fig.12. The bearing 

pads should be easily inspected during FPSO operation at 

the site and hence, the stools were designed considering 

the easy accessibility for the inspection and/or 

maintenance of the elastic bearing pads.  

 

Fig.12 Stiffness Calculation for Elastic Bearing Pad 

7.3 Lateral Restraints 

Topside module is widely restrained by various tools, e.g. 

side or vertical stopper. In particular, side stopper plays a 

major role in retraining the lateral move of topside module. 

The special mechanism, so-called shim box, could be 

designed on the top of stool to resist the lateral transferring 

loads as shown in Fig.13. But, it is so complicated to 

fabricate the shim box within a specified tolerance on the 

stool. Due to such disadvantages, no-shim box was 

adopted. Topside stools are to be designed for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Sustainability for topside loads 

� Load transferability to hull 

� Operability and stable positioning of topsides 

� Yard integration 

� Maintenance & repair at site 

� Structural simplicity 

 

 

Fig.13 Shim Box and Side Stoppers on Module Stool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onsiderations, the 

module stool was finally determined. The advantages 

anticipated are as follow: 

� Long stool configuration 

� Elastomeric bearing pad 

� No shim box 

� Easy gap control by slanted shape 

� Easy accessibility for inspection, repair or 

maintenance 

� Preassembled lateral stopper 

� Easy integration of topsides onto the stool 

Side & uplift stoppers will be respectively installed after 

lowering the topside and fitted with specified gaps. When 

fitting the side stoppers, the slanted stool side can keep 

them from falling which may lead an incident. Besid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lanted stool side may be 

advantageous to the lowering of topside due to the 

relatively enough space. When lowering topside onto stool, 

the available gap in most the previous FPSO projects was 

only around 10mm but, for this new stool, the available gap 

could be wider than 75mm. 

Basically the stool connections may be essential so that 

the topsides on LNG FPSO can be safely & globally kept 

in position even under the environmental sea states. 

Besides, the stools, especially elastomeric bearing, shall be 

inspected periodically at site and therefore, the site-

inspection shall be easily carried out. Accordingly, the stool 

was conceived to have one-side open for inspector to 

simply access the elastomeric bearing by making access 

props on the middle level of stool. 

Fig.14 gives the results for looking into the stress 

contour for the topsides’ behavior from the extern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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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Stress Contour from FE Analysis for investigating Stool Behavior 

for External Loads 

8. Structural Framing 

Topside modules were designed enough to withstand 

forces, e.g. structural self weight, equipment weight and 

inertia force due to the ship motion, etc. The initial 

scantling for the structural framings was based on a lot of 

projects performed in yard. Structural framing consists of 

two kinds of primary members on each deck. The main 

plate girders are connected to each support on the 

process deck. Basically the heavy equipment is arranged 

at the intersection of primary members. The vertical 

columns and diagonal braces were also utilized to maintain 

the global structural configuration against torsional and/or 

bending deformation of topside module. 

 

 

Fig.15 Frame FE Model of Liquefaction Module 

Three (3) load cases were verified by FE analysis: 

normal operating, extreme operating and transit, for which 

EDI SACS was applied. Fig.15 shows the framed FE model 

of the liquefaction module. Basic loads used for the 

combination were as follows: 

� Structural weight (modeled & non-modeled) 

� Equipment loads (modeled & non-modeled) 

� Live loads 

� Hull deformation 

� Motion-induced acceleration 

� Wind load 

� Piping weight 

� Electrical & Instrument (E&I) weight 

� Fabrication tolerance 

The basic loads were combined for each case to be 

evaluated as Table 2 below.  

Table 2. Loads applied for Each Load Case 

Basic Loads Oper Extreme 

Main structure weight X X 

Non-modeled structure weight X X 

Dry weight of equipment X X 

Operating equipment contents X X 

Distributed loads X X 

FPSO Hull deck deformation X X 

1yr wind X  

100yr wind  X 

10yr wind   

Dry weight of piping X X 

Operating piping content X X 

E&I weight X X 

Fabrication tolerance X X 

FPSO Accelerations(1yr RP) X  

FPSO Accelerations(100yr RP)  X 

 

AISC 12
th
 & API code were applied to verify the framed 

structural strength based on the working stress design 

(WSD). As per the guidance of API, the verification for the 

extreme & transit cases was implemented by increasing the 

allowable stress by 1/3. Live loads on each area were 

applied practically considering the equipment arrangement, 

material handling philosophy, etc. 

9. Conclusion 

Conclusively, topside modules of LNG FPSO of 210K m
3
 

storage capacity were made through a various engineering 

activities. Topsides were deployed on the FPSO considering 

LNG plant process from subsea well, risk from explosion, 

LNG offloading, etc. And, the machineries for LNG process 

are arranged on topsides.  

FPSO was basically placed at site by side-by-side 

mooring with offloading gas carrier, and therefore, the risky 

process was positioned at the opposite side, i.e. Port. On 



 

 

the center of hull, piperacks for playing roles in material 

handling route & pipe or electric cable route were 

deployed between LNG process plants: Stbd & Port. 

Besides, to protect accommodation from explosive 

overpressure in main process modules the potential risky 

processes were arranged as far from the accommodation 

as possible.  

Based on the available information for process 

equipment, the footprint size & volume were determined on 

topsides decks. If required, mezzanine deck was 

conceived between the decks. For material handling 

from/to module & laydown area, basically two (2) levels, i.e. 

process deck & upper deck, were conceptually developed 

as per the lessons-learned from oil FPSO projects.  

Module support stools (MSS) for safely keeping the 

topsides from FPSO motion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loads were developed as well. In developing them, lots of 

lessons-learned from various oil FPSO projects helped to 

make the new stool concept. Above all, the emphasized 

point was its fabric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Structural framing was also developed so that the 

topside loads could be sufficiently transferred onto the 

module stools and kept its structural configuration. Their 

scantlings were basically initiated referring to the previous 

FPSO projects and finally verified through FE analysis. 

Fig.16 shows the isometric topsides conclusively developed 

for a mid-scale LNG FPSO. 

 

 

Fig.16 Topside Modules Developed for LNG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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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한 초기생산단가 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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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구조물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구조물은 매우 복잡한 생산 공정단계를 거치므로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

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초기설계단계에서 구조물의 제작난이도를 사전에 분석한다면 다양한 설계를 통하여 생산단가

를 고려한 최적의 설계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한 해양구조물의 초기생산단가 산정지수를 산

출하여 생산단가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구조물의 외판 및 내부재 제작난이도를 가늠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양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생산단가지수를 도출한다. 형상변화에 따른 해양구조물의 외판 및 내부재의 생산단

가를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초기설계단계에서 다양한 설계검증을 수행한다.

Keywords: 해양구조물(offshore structures), 생산단가지수 (scalar metric), 기하학적 설계 (geometric design)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해양구조물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구조물은 복잡한 구조와 기

하학적 형상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산 공정을 거치게 된다. 다

양한 생산 공정의 생산단가를 초기설계단계에서 사전에 파악하

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생산 공정

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단가를 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특정 생산 

공정만을 고려한 생산 제작난이도를 산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진행되어진 연구로는 Shin and Kim(1997), Youn, Shin and 

Ryu(1999), Lee and Shin(2002)와 구조물의 형상에 따른 외판

의 곡 가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생산단가지수를 산정한 Parsons 

and Nam(1999)이 있다. 생산단가 산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곡 가공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제작난이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한 해양구조물의 외판 및 

내부재 생산 제작난이도를 가늠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양 지수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생산단가지수를 도출하였다.  

  

2. 해양구조물의 생산과정

해양구조물이나 선박과 같은 대형구조물의 경우 대형블록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조물로 만든다. 해양구조물의 생산과정은 생

산도면검토를 시작으로 강재배열, 절단, 가공, 조립, 탑재 순으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다.

Fig. 1 Offshore production process

구조물의 생산과정에서 곡 가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생산과정의 생산단가는 정형화 되어있어 예측이 가능하

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 곡 가공은 생산설계에서 제공한 도

면을 이용하여 곡형을 제작한 후 곡형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1차

로 냉간가공작업을 거치고 2차로 열간가공을 통하여 곡판을 만

들게 된다. 곡 형상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냉간가공 작업만

으로 곡 각공을 하게 된다.

Fig. 2 Steel shape manufacturing

3. 생산단가 산정

3.1 생산단가 판별 변수정의

 해양구조물과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은 다양한 형상의 판들을 

이용하여 건조된다. 이렇게 다양한 판들의 생산난이도를 정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없다. 다양한 형상의 판들을 분류하고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척도가 필요하다. 생산단가 판별

변수는 여러 형상의 판들을 분류하고 난이도를 측정하기위해 사

용된다.

Fig. 3 Determine the Manufacturing cost variable definition.

( a1, a2 )

 생산단가 판별 변수는 종∙횡 방향 길이와 높이 비를 a1, 

a2로 정의한다. 횡 방향 길이는 Surface Point를 이용하여 

구하고 높이는 곡선과 곡면의 곡률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 생산단가 판별 변수의 특징은 a1과 a2는 서로 수직 방향이

고 종∙횡 방향 비율 중 큰 값을 a1로 정의하고 작은 값을 



a2로 정의한다. b1, b2의 경우 앞에서 정의한 a1,a2와 특

징은 동일하고 대각선 방향을 고려하여 대각선 길이와 휘

어진 높이 비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3.2 곡 가공 단가 도표

 대형 조선소와 관련 산업체에서 곡 가공을 하는 작업자들은 무

수히 많다. 곡 가공을 하는 작업자들에게서 수집한 데이터는 많

은 부분이 일치하지만 곡 가공 작업경력과 작업환경에 따라서 일

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형상의 따른 제작난이도는 

경력이 오래된 숙련공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가는 데이터

를 바탕으로 분류 하였다.   

3.2.1 외판 곡 가공 단가도표

 생산단가 판별 변수를 이용하여 외판 형상타입에 따라 8가지로 

분류 하였고 타입에 따른 생산단가를 산정하였다. 생산단가는 곡 

가공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정하였다. 

Table 1 Plate manufacturing cost table

3.2.1 내부재 곡 가공 단가도표

구조물 내부재의 경우 곡면으로 정의하지 않고 곡선을 이용하여 

생산단가를 산정한다. 내부재의 생산단가는 형상에 따라 곡선의 

곡률을 이용하여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고 타입에 따른 생산

단가를 산정하였다.

Table 2 Stiffener manufacturing cost table

Stiffener Type Relative Cost

Flat shape stiffener 1

Bent out of shape 

stiffeners
2

Bent into the shape 

stiffeners
4

S-shape stiffeners 5

 

 

3.3 곡률 계산

 곡률은 곡선 또는 곡면의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한 

점이 일정한 속도로 곡선의 호를 따라 이동할 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 변화를 의미한다. 곡률 계산은 생산단가 판별을 하는데 

사용되며 생산단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쓰인다. 본 연구

에서는 NURBS기반에서의 곡선과 곡면을 이용하여 곡률 계산을 

하였다.

3.3.1 곡선의 곡률

 곡선의 곡률은 구조물의 주요 내부재 생산단가를 산정하는데 사

용된다. 곡선의 곡률은 단위길 이당 곡선의 단위접선벡터 변화율

의 비로 구한다. 

 

Fig. 4 Curvature of a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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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률 , T = 단 선벡터, dS = 호의 길이, 

 X(t) = 곡선의 방정식)

 식 (1),(2),(3)을 이용하여 곡선의 곡률을 계산한다.

3.3.2 곡면의 곡률

 곡면의 곡률은 구조물의 외판 생산단가를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생산단가 판별 변수를 정의하는데 곡면의 곡률을 이용하여 변수

를 정의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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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mal curvature, dS = Tangent space )

Normal curvature는 곡면의 면 에 한 단 선벡터

의 변화율로 계산한다. 식 (4),(5),(6),(7)를 이용하여 곡면의 

곡률을 계산한다.

 

Fig. 5 Normal curvature

3.4 생산단가 산정

 구조물의 생산단가는 전체 구조물을 미소한 외판과 내부재로 나

누어 난이도를 측정하고 생산단가를 산정한다. 외판의 경우 전체 

면적을 나누고 내부재의 경우 전체 길이를 나누어 형상에 따른 

생산단가를 일반화된 생산단가지수를 구한다.

3.4.1 외판 생산단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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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미소면적, C = 미소면적의 생산단가 ,     

   = 미소면적의 중심점 )

식(8)은 Parsons and Nam(1999)에서 제시한 생산단가 산정 

식을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였다. 

3.4.2 내부재 생산단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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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L = 미소길이, C = 미소길이의 단가, t  = 미소길이의 

중심점 )

식(8)을 이용하여 구조물 외판의 총 생산단가를 산정하

고 식(9)를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재의 총 생산단가를 산정

한다.  

4. 생산단가 알고리즘 적용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해양구조물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핵심기

술들은 외국의 기술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기본설계는 

해양구조물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

에 계약상의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안이 철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구조물은 워낙 보안이 강하고 공개되어진 

정보가 없어 알고리즘에 적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고리즘 적용은 컨테이너선의 형상을 이용하여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생산단가지수 비교는 중앙평행부분을 인위

적으로 증가시켜 알고리즘에 적용시켜 형상에 따른 생산단가 지

수를 비교하였다. 



Table 3 Principal dimensions

4100TEU Container Ship 

LOA 260m

L.B.P 248m

B(mld) 32.2m

Depth(mld) 19.5m

Cb 0.3404

Table 4 Comparison of scalar metric

Percentage of PMB(%) Scalar Metric

25 1.425625

30 1.393125

35 1.378125

 구조물의 중앙평행부가 증가함에 따라 평판이 증가하여 생산단

가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하여 외판 및 내

부재 제작난이도를 가늠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양 지수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생산단가지수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

다. 

 생산단가지수 예측으로 사전에 구조물의 기하학적 난이도를 파

악하고 체계적인 설계과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물설계 경제

성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차후 다양한 해양구조물에 생산단가산정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더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실무에서 

사용하는데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연구를 진행 하겠다. 

후 기 

 본 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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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Bulk 수송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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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illship 및 Drilling RIG 의 시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분체수송 시스템은 유전 시추 

작업에 필요한 Mud 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공기압을 이용해서 분체 형태의 매질을 

저장탱크에서 Surge 탱크로 배관을 통하여 이송시키는 시스템이다. 시추에 필요한 분체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체의 수송율 산정은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된다. 하지만, 분체의 

수송율은 공급 압력, 분체와 공기의 비율, 배관 Layout, 밸브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 운반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양구조물 분체수송 시스템에 대한 

수송율 산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Drillship 1 척, Semi RIG 1 척의 실선 배관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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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체(bulk)를 수송하는 방법 중 공기운송(pneumatic 

conveying)은 19 세기 곡물의 이송에 사용된 이후로, 석유 및 

가스전 시추 작업에 사용되는 분체를 포함한 다양한 물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 공기운송 시스템은 배관 사이에 bend를 

설치하여 수직, 수평으로 다양한 방향의 입자의 이송이 

가능하며, 유지비와 인건비가 적게 들고, 제어 및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전력소비가 

높으며, 장치의 마모와 부식 가능성이 있고, 이송 시 복잡한 

흐름현상으로 인하여 설계와 조업 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현재까지 화학공정 내 공기운송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체 수송은 기체나 액체의 수송에 

비하여 조업의 안정성 및 효율이 뒤쳐지는 편이며, 입자를 

다루는 공정에서 공정실패의 50% 이상은 입자수송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Knowlton, 1987). 그러므로 적절한 

시스템 설계 및 안정적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운송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수송율 산정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운송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양구조물 분체 수송 시스템에 대한 수송율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수송율 산정식을 만들기 위하여 Drillship 1척, 

Semi-rig 1척의 실선 배관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 

하였다. 

 

2. 분체이송 시스템 

 

Fig 1에서 나타낸 mud는 시추용 유체로써 그림에서 도시된 

경로로 순환된다. Mud의 기능으로는 시추작업 시 시추용 비트

(bit)에 윤활 작용을 하고, 시추작업 동안 발생하는 암석 부스러

기(cutting)를 제거하며, hole의 압력을 안정시켜 hydrocarbon이 

well bore 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막의 역할을 

한다. Mud는 oil based mud와 water based mud로 나뉘며, 주

요 시추 작업은 oil based mud 보다는 값싸고 환경 친화적인 

water based mud를 사용한다. 그러나, oil based mud는 물에 

아주 민감한 shale(혈암) formation을 시추할 때 더 효과적이며 

또한, 밀도가 높아 hole에 안정성을 줄 수 있으므로 highly 

deviated well을 시추할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mud는 물 또

는 기름과 분체(Barite, Bentonite 등)를 혼합하여 제조하며, 시

추 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분체를 일정 비율로 혼합

하여 액체 mud를 만든 후 mud 탱크에 보관하고 agitator를 이

용하여 mud를 굳지 않게 하여 시추에 사용한다. 그리고 계속되

는 시추 작업 시 액체 mud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분체 

상태의 cement, barite, bentonite 등을 분체 저장탱크에 저장해 

두었다가 surge 탱크로 수송해 물과 섞어서 액체 mud를 만들어 

사용하고 보관한다. 

 

Fig 1. Drilling System 

 

따라서, 해양 구조물에서는 분체를 건조한(dry) 상태의 분체로 

저장하는 탱크가 존재하며 보통 배치는 구조물의 하부에 설치되

어 있다. 실제로 액체 mud를 만들기 위해서 분체를 섞는 작업은 

deck에서 수행하게 되고, 분체는 물과 섞기 바로 직전에 저장탱

크에서 deck 근처에 위치한 surge 탱크로 수송 되어야 한다. 이

때, 분체가 수송되는 수송관의 길이는 길게는 100 여 meter 이

상으로 설치된다. 이와 같이 분체를 다루는 작업을 분체수송 시

스템이라고 하며, 시추용 해양 구조물에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분체수송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배관



 

 

을 통하여 분체를 수송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 구조물의 

시추 개념에 따라서 mud 양이 결정되게 되고, mud 양이 결정되

면 적절한 분체의 필요량이 결정된다. 이 때, 시간당 수송되는 

분체의 양을 수송율이라고 부르며, 분체수송 시스템은 필요한 

분체의 양에 따른 수송율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Fig 2. Bulk & mud handling system 

 

공기운송 시스템은 압축기, reservoir, 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압축기는 대기중의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하는 기계

적 장치로 용량에 따라 rotary type, screw feeders, blow tank로 

나뉜다. 본 분체수송 시스템은 분체저장 탱크에 대략 4~5bar 이

상의 압축공기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고압 형태의 탱크가 타당하

다. 현재 drillship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축기는 960 [CFM], 200 

[psig], 250 [HP] 정도의 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다. 

Dryer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로써 압축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에도 별도의 장치를 두어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배치한다. 이러한 건공기는 여과기를 거친 후 분체 이송용 공기

로 공급된다. 

 

분체저장 탱크는 loading station을 거쳐 공급된 barite와 

bentonite, cement를 저장 및 mud 생성을 위해 surge tank로의 

이송을 위한 탱크로써 대부분의 저장 위치는 해양구조물 하부에 

위치한다. Fig 3는 분체 탱크의 일종으로 원활한 분체 이송을 위

해 내부에 노즐 형태의 유동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노즐의 작

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일정 방향으로 분사되어 분체를 교반

시킨다. Fig 4는 캔버스(canvas) 형태의 유동화 장치가 설치된 

분체 탱크이고 캔버스 하부로 공급되는 공기에 의해 분체를 부

유시키며 캔버스 자체도 진동하면서 분체를 교반 시킨다. 현재 

벌크수송 시스템에는 캔버스와 노즐, 2가지 형태가 모두 사용되

고 있으나 캔버스형은 상대적으로 분체를 충분히 부유시키기가 

어려워 노즐형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Fig 3. Nozzle type 

 

Fig 4. Canvas type 

 

Fig 5. Surge Tank 

 

Surge 탱크는 분체 수송관의 끝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mixing tank로 수송되기 직전의 탱크로써 mud를 mixing하기 위

해 분체를 hopper에 공급해 준다. 분체 수송관에 의해 surge 탱

크로 공급된 분체는 cell feeder에 연결된 motor에 의해 공급량

이 조절 되며 나선형의 구조물이 회전하면서 분체를 하부에 위

치한 hopper로 떨어뜨린다. 

 

배관 라인은 분체가 수송되는 수송관이고 이때, 수송관 상에

는 여러 가지 밸브가 설치 된다. Fig 6에는 배관과 밸브가 연결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Pipilne and valve 

 

3. 분체 수송율 산정법 

 

분체 수송율은 속도와 압력강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공

기 유속은 일련의 반복 계산을 통해 배관을 따라 미리 구한다. 

수송관에서의 전체 압력 강하(∆PT)는 여러 개의 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Martin Rhodes, 2005) 

 

- 공기와 벽 사이의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 분체와 벽 사이의 마찰에 의한 압력강하 

- 공기 가속에 의한 압력강하 

- 분체 가속에 의한 압력강하 

- 공기의 정압 높이에 의한 압력강하 

- 분체의 정압 높이에 의한 압력강하 

 

계측 자료를 이용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unit으로 보고 각 배관요소를 분석하는 해

석법으로 각 요소(piece)별 배관을 등가길이로, 즉 곡관, 수직관, 

수평관 등의 형상에 대한 특성을 동일한 직관으로 가정하고 접

근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각 배관 요소를 분석하여 전체 시스

템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양한 배관들을 각각의 특

성에 맞게 요소 별로 분류하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체 시

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

며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한다. 

 

만약 마찰계수(Friction Factor), f를 알면 직관에서 마찰에 의

해 발생하는 압력 강하는 아래 식(1)에서 기술할 것과 같이 

Darcy-Weisbach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을 곡

관(Bend) 및 다른 배관 요소에 적용하면 식(2)로 변형하여 나타

낼 수 있다. 반면에 압력강하를 알면 아래 식에서의 f와 k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배관 시스템에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가 된다. (Ove Bratlan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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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는 수평관과 수직관의 값이 각각 다르며 또한 k 값 

역시 각 배관 요소 별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속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아래첨자 st는 직선관(Straight pipeline)을 

의미하며, b는 Bend를 포함한 여러 배관 요소를 의미한다. 

실선 계측을 통해 계측된 압력 data를 식(1)과 식(2)에 적용

하여 배관 요소 별 f와 k 값을 각각 구하였다. 

 

배관 시스템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전체 배관 라인

의 길이와 배관 직경이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배관 요소에 대해 

배관 전체 길이를 대표하는 등가길이(equivalent length)로 표현

하는 것이다. 이는 수평관, 수직관, bends(orifice, valve 등) 3가

지로 크게 구분되며 수평관은 등가길이의 기준이 되는 배관 요

소로써 이를 제외한 모든 배관 요소는 각각의 등가 길이를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배관의 직경에 따라 배관 내 압력강하 정도가 

달라지며 분체 수송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배관에서의 분체 유동 특성은 다상 유동 형태이고 상대적으로 

공기의 유속이 높고 분체 수송율이 낮은 dilute phase 형태와 공



 

 

기의 유속이 낮고 분체 수송율이 높은 dense phase로 구분된다. 

이에 상당하는 bend의 손실계수 및 압력강하를 고려하여 bend 

및 수직관의 등가길이를 도출해야 하나,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일관된 형태의 유동으로 분체가 이송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등가길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등가길이 산정 식은 아래의 식에서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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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평관(Horizontal pipeline)의 경우는 

등가 길이와 실제 길이가 같으며 수직관(Vertical pipeline) 및 

Bends(orifice, valve, delta 등)의 경우, 해당되는 k, f값은 수평

관의 f값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관과 그 외 

배관요소(bends 등)에 대한 등가길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Eric Maynar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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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eq는 두 배관 부의 손실계수와 배관의 직경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C1은 실험에 의해 얻어진 상수이다. 

 

공기에 의한 전체 압력 강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W. 

Namkung,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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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관 라인의 등가길이는 위의 각 요소 별 등가 길이의 

총합이며, 공기 또는 분체의 수송율은 식 (7)의 상관관계를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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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loading ratio는 전체 압력 강하와 위의 식으로 구한 공

기의 압력강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Solid loading ratio는 공

기의 유량과 분체의 유량 비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avid 

Mill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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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ṁp = mass flow rate of material, ṁg = mass flow 

rate of air, 식(8)은 ṁp = ϕ * ṁg과 같이 표현되고 ṁg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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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기서, A는 관의 단면적, v는 평균 속도이다. 

 

배관 내에서의 공기의 밀도 및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공기 질량 유량(ṁg)는 배관 직경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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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식 (8)과 식 (10)의 관계에서 solid loading ratio(ϕ )가 일정하

므로 분체의 질량 유량은 직경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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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선 계측 및 수송율 산정 

 

본 연구를 위하여 실선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실선 계측으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수송율 산정법을 개발하였다. 아래 그 결

과를 기술하였다. 

 

실선 계측은 1척의 Drillship과 1척의 Semi-RIG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는데, 본 논문에서는 Drillship에서 계측된 결과만을 일

부 기술하였다. 분체 수송계는 Fig 7과 같으며 분체저장 탱크 8

개, surge 탱크 2개, dust collector 및 cyclone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분체는 저장 탱크에서 surge 탱크로 수송되어 dust 

collector에서 분체와 공기로 분리되어 공기는 방출되고 분체는 

별도의 회수 라인을 통하도록 설계하였다. 압력은 분체저장 탱

크에서 surge 탱크 간의 수송관 상에 18개의 압력계를 설치하여 

계측하였다. 



 

 

 

Fig 7. Bulk handling system of a Drillship 

 

해당 분체 수송계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배관 직경: 6 [in] 

- 배관 길이: 약 60 [m] 

- 압력계: 18 [EA], WIKA S-10 

- 분체저장 탱크: 노즐형 

 

Table 1에 주요 파라메타를 나타내었으며 분체저장 탱크 내부 

압력은 4 [bar]와 3 [bar]로, purge air rate는 30 [%]와 40 [%]

로 각각 변화를 주면서 수송율을 계측하였다. 

 

Table 1. Main parameter of system 

 

분체저장 탱크의 압력이 지정된 압력에 이르면 방출밸브를 개

방하여 분체를 수송시킨다. 일정 Tank의 압력에서는 purge air를 

40%로 설정할 경우 분체가 수송되지 않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

하여 밸브 opening을 적정수준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압력 계측 결과의 일례를 나타내었으며, 상

대적으로 정상상태 구간의 값을 시간 평균 낸 결과로부터 압력

을 얻었다. 

 

Fig 8. An example of measured Pressures 

 

압력 강하량과 수송율은 공기 및 분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된 형태의 수식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하였다. 배관 요소별 

손실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혼합물의 밀도를 추정하였고, 이는 

실험으로 나온 결과로부터 추정이 가능하다. 

 

실험에서 나온 압력 강하량을 이용하여 전체 배관의 수송율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등가길이는 수평관을 기준으로 식(4)와 

(5)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배관 요소 별 손실계수 및 등가길이를 개

별적으로 구하였고, solid loading ratio 함께 배관 요소 별 압력 

강하량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수평관 대비 수직관은 압

력강하가 약 4배, 5D vend는 약 7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험이 이루어진 배관 라인에서의 수송율은 약 150ton/h인 것으

로 계측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분체 각 배관요소 별 압력 강하와 그로 인한 

수송율과의 상관관계가 정리되었고, 장비 선택 및 배관 스펙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기법을 정립하

였다. 

 

한 척의 Drillship에 대하여 계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회귀

식으로 수송율을 계산한 결과, 실제 계측값 대비 1% 정도의 오

차를 갖는 것으로 실험과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그

대로 다른 선종(semi-RIG)의 분체수송 배관에 적용한 결과는 오

차가 약 15% 내외로 나타났는데, 외국의 시추 시스템 공급 업

체가 제공하는 값의 정확도에 비하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실선을 통해 얻

Input 

parameter 

Tank pressure 3, 4 bar

Purge air rate 30, 40 %

Output 

parameter 

Pressure in pipe bar

Mass flow rate ton/h



 

 

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배관계가 특별히 크게 변

하지 않는 이상은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배관계의 변화에 따

른 수송율을 바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 배관계의 자체 설계에 시추효율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다양한 분체수송 배관계

에 대한 수송율 예측법을 개발하고, 주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시추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조선업계의 관심이 노력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당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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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

박승태(ATENG), 조승구(ATENG), 박승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종일(동의대학교)

요 약

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는 선박도장에 있어서 도크 내나 안벽에 사용하는 이동식제습기를 말하며, 하절기에는 냉동기를 사용하

여 외기공기를 증발기로 냉각제습을 하고 응축기 폐열로 데시칸트제습기 재생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기존의 장비인 데시칸트제습기

유닛의 경우 전기히터로 재생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므로 순간정전시의 안전에 특히 우수하고 에너지를 40%이상 절감하면

서 장비의 크기도 작아지는 사용상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해외에서는 2005년경부터 유사한 하이브리드 제습기가 일본, 미국에서 

보급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개사례가 적어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REEN Hybrid Dehumidifier is the movable dehumidifier that is used for the inside of a dock and indoor wall in a 

ship painting. In summer, by using the refrigerator, the outdoor air goes through the cooling dehumidification with an 

evaporator and the condenser waste heat is used as the react heat source of the desiccant dehumidification. 

Comparing with the existing desiccant dehumidifier unit that uses the electric react heater, GREEN Hybrid Dehumidifier 

is excellent for the safety during the moment blackout and the energy can be saved more than 40%. In addition, the 

size of an equipment is small, so it is very convenient to use. From 2005 the hybrid dehumidifier that is similar to 

GREEN Hybrid Dehumidifier has been introduced in such as Japan and USA, but there are few applications in the 

country. Therefore, the exampl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site are shown in this articl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선박건조 공정 중에서 이동형 도장장비로 하여 선창 도장작업

에 있어 작업환경 개선용으로 하절기 및 중간기에 스포트 쿨러, 

냉각제습기, 데시칸트제습기,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등을 사용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저탄소녹색성장에 해당하는 그린 하이브리

드제습기에 대해 기존 데시칸트유닛과의 비교를 통해 우위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선창도장에 있어 도장의 특성상 용접부위 브라스팅공정, 도장 

공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도장 전에 있어 용접이나 철판의 녹

을 제거하는 것이 브라스팅인데, 이때는 녹의 의한 분진이나 작

업자를 위해 외기도입이 필연적이며 공급되는 외기의 조건은 제

습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업이 어렵게 되고 후 공정으로 도장에 

있어서는 도장혼합물에 의해 공기 중의 Painting분말(입자)농도를 

낮게 할 필요가 있고 도장의 건조특성상 온도에 민감하며 도크 

내 작업, 안벽작업 등 다양한 형태에서 제습기가 필요로 하게 되

며 낮은 습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안벽에서는 해수의 온도에 영

향이 있고 우기 철에는 외기의 절대습도에 영향이 커 조선건조의 

특성상 제습기가 필수적인 장비로 되어있다. 작업의 효율향상, 

생산성 향상에 의해 제습기는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특

히 도크 내 작업과 안벽에 사용하는 이동형 제습기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2. 선박도장용 제습기의 필요성

2.1 제습기의 필요성

2.1.1 선박도장(특수도장)의 필요성

선박도장에 있어 특수도장이라면 오래 전 부터 조금씩 행해져

오고 있고, 그때에는 타르에폭시를 처음으로 하여 에폭시, 무기

질이 주류였다. 최근에는 상기 이외에 에폭시 우레탄계 및 페놀

에폭시등도 새롭게 늘어, 폭넓은 도장이 행해지게 되었다. 조선

업계에 있어서도, Product Carrier(PC선)의 건조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특수도장에 대한 인식도 깊게 되었으며,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건조의 수요가 크게 늘고, 국내조선소의 기술개

발 노력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기술을 갖추게 되어 국

내산업의 기여도 큰 세계1위의 조선강국이 되었다. 

여기에 고객의 요청, 그리고 도료 메이커부터의 장비 등 도료

가 변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게 되고, 조건에 따른 시공이 필

요하게 된다.

여기서 LNG선이나 PC선의 탱크 내 특수도장은, 거의 전부라

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진수후(進水後) 인도전까지 시공되어 있

는 것으로, 공사시공의 조건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① Blast의 

grade ② Blast후의 청결  ③ 온도, 습도관리  (강판, 해수, 노점 

온도도 포함한다.)  ④ 도장 및 시공관리 상기 4가지가 중요한 포

인트이다.

도크의 크기가 선박 건조의 중요함에 있어 현재는 사계절 도

장이 가능하도록 도장설비가 되어 있으며 점점 선박수주나 건조

능력이 커져 어떻게 하면 선박건조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조선 

산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여 혼신의 이노베이션 중에 있다. 

  2.1.2 부식방지 도장(Painting)에 필요한 조건

부식방지공정은 낮은 상대습도에서 이루어질 때 최대한의 부

식방지 효과를 기할 수 있으며,부식방지를 위한 모든 공정은 언

제나 75%이하의 상대습도에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안

전하고 적당한 상태는 상대습도 50%경우이다. 특히 도장작업 전

에 브라스팅(Blasting)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도장물 표면의 부식

이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되며 이때에는 최소한 상대습도

60% 이하의 조건형성이 필요하다.

저장탱크 내부의 방청도장에 있어서도 상대습도의 조절이 필

요하며, 일반적으로 제습공기의 순환은 탱크 체적에 대해여 1시

간에 약 2∼3회 정도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브라스팅 전에는 표

면을 건조한 상태에서 1∼3일간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습도가 높

으면 브라스팅 이후에도 재부식이 일어난다. 또한 브라스팅에 사

용되는 공기도 제습된 공기로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선박의 외부도장은 약 40∼60%의 상대습도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표면에 제습 공기의 막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

요하고, 실외에서의 도장은 언제나 이 조건이 만족 되도록 제습

기를 이용하고 있다.

2.1.3 제습의 필요성

습도에서는 상대습도와 절대습도(노점과 같이 취급이 가능)가 

있고, 도장시의 선창내부 제습에 있어서는 다음의 항목을 더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상대습도 

일반적으로 도장조건은 상대습도로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타르에폭시 도료의 경우는 85%RH 이하로 되어 있지만, 외기온

도가 낮을 때에는 내부온도를 상승시키면 상대습도를 내리는 것

이 가능하다. (5℃ 상승시키면 약 20%RH 낮아진다.)

그러나 외기온도가 높을 때는 작업환경이 악화되므로 선창내

부에 보내는 공기를 제습하여 공기의 수분을 감소시켜 상대습도

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므로, 제습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다.

Fig. 1 Relation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Dehumidification



2) 절대습도(노점)

선창 내부의 상대습도가 어느 정도 낮아도 강판부분이 낮은 

온도로 있을 때에는 그 표면 온도까지 공기는 냉각된다.  공기온

도가 이론적으로는 노점온도까지 내려가면 결로(Sweat)되기 시

작하지만, 실제는 공기의 노점온도 보다 약3℃ 높은 강판 면 온

도에서 결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선창 내 공기 노점온도는 

최저 강판 표면온도 보다 약 3～5℃ 낮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의 결로현상은 일반적으로는 중간기ㆍ하절기에는 해수에 

잠긴 탱크 하부에서 발생하며, 그 밖의 시기에는 주ㆍ야의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에 기술한 공기

의 절대습도(노점)를 낮추는 제습기가 필요로 하게 된다.

Fig. 2 Relation between Absolute Humidity and 

Dehumidification

  2.1.4 가온장치의 필요성

거의 모든 도료에서는 최저 필요 경화온도가 규정되어 있고, 

겨울철(동절기)에 있어서는 그 온도조건 유지가 문제로 되고 있

다. 그러나 선체는 방열손실이 많은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

온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온열량을 필요로 한다.

또, 도막자체는 최종적으로 거의 철판표면과 같은 온도로 되

어 있으므로, 보통의 공조와 상이한 것은 주변 공기온도를 상승

시키는 것에 의해 철판 표면온도의 유지가 포인트로 되고 있다. 

강판 표면온도는 선창 내 온도와 외기온도의 거의 평균치로 

되므로, 현재 외기 0℃에서 필요 강판표면 온도가 5℃일 때는 선

창 내 온도를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선상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동의 용이

함과 안전성ㆍ편리한 운전 등을 충분히 유의한 가온장치가 필요

하다. 특히 동절기에 사용할 때에는 간단한 가온 유닛을 설치하

는 것이 작업상 용이하다.

2.1.5 선창 내 온습도 상태 추정산출 방법

 

1) 선창 내 절대습도의 추정산출

  (1) 조 건

    a. 1탱크당의 제습풍량    QS [m
3
/min]

    b. 1탱크당의 배기풍량    QE [m
3
/min]

단, 집진기 또는 배기 Fan 동력임. (배기Fan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QE = QS)

     c. 제습기 출구 절대습도  XS [g/kg′]

     d. 외기 절대습도         X0A[g/kg′]

     e. 선창 내 절대습도      XT [g/kg′]

  (2) 계 산

  선창내 절대습도 XT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  

2) 선창 내 온도의 추정산출

  (1) 탱크로의 급기온도 추정산출

    ① 조 건

 플렉시블 덕트의 온도강하 및 온도상승을 고려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 합니다.

 a. 1본당의 풍량  QS[m
3
/min]   b. 입구온도      T1 [℃]

 c. 출구온도      T2 [℃]       d. 닥트경         D [m]

 e. 닥트길이       L [m]        f. 외기온도      TOA[℃]

 g. 전열계수       U [kcal/m
2
h℃]

Fig. 3 Temperature Calculation Factor of Flexible Duct

    ② 온도강하(T1 > T0A 경우)를 고려한 탱크내로 급기온도

제습기 및 가온기의 경우 플렉시블 덕트 등에서는 온도 강하

가 일어난다. 따라서 장치 출구온도에서 온도 강하분을 빼면 탱

크 내로의 급기 온도가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닥트에서의 발열량

q1 = U × A × △T = 10 × л  X L x (T1 - T0A)          (2)

온도강하에 의한 열량 

q2 = Cp × 60 × Q × △T′ 

= 0.29 x 60 x QS x (T1 - T2)                          (3)

지금, q1 = q2 에 의해

10л × D × L × (T1 - T0A) = 0.29 x 60 x Q × (T1 - T2)

∴
 


××

×××
 



 
 ×


××
 


  

따라서 탱크 내로의 급기온도는 식(4)로 됩니다.               

                                        

    ③ 온도상승 (T1 < T0A 경우)을 고려한 탱크내로 급기온도



냉각식 제습기의 경우 플렉시블 닥트 등에서는 온도 상승이 

일어납니다. 전항과 같은 계산에 의해 

10л D L (TOA - T1) = 0.29 x 60 x Q (T2 - T1)

의해 급기온도 


 

 ×


×××



 

로 됩니다.

                                    

 (2) 추정 급기 온도의 추산

 제습풍량 (또는 가온 풍량) < 배기풍량 일 경우는 외기가 새

어들어 오기 때문에, 편리하게 입구에서 혼합한 공기 온도 즉 추

정의 급기 온도를 구한다.

    ① 조 건

     a. 1탱크당의 제습(또는 가온) 풍량     QS [m
3
/min]

     b. 1탱크당의 배기풍량                 QE [m
3
/min]

     c. 탱크내로의 급기온도                T2 [℃]

     d. 외기 온도                         T0A [℃]

     e. 겉보기의 급기온도                  T3 [℃]

    ② 계 산

추정의 급기온도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
 ×



             (6)

3) 선창내 온도의 추정 계산

 (1) 조 건

   a. 1탱크 당의 배기풍량     QE[m
3
/min]

   b. 추정 급기온도           T3 [℃ ]

   c. 선창내 온도             T  [℃ ]

   d. 열계산 기본 수치

Table 3 Basic Value for Heat Calculation

Item
Area 

(㎡ )

K 

(kcal/㎡h℃)

DB(Sol-Air Temp.)

 (℃ )

O.A (upper pl.) A1 6 TD ※1

O.A (Ver. pl.) A2 6 TS

Etc. tank A3 4 TT

Sea water A4 8 TW

    

Table 3 ※1.  ※1. Value for Temp.(Sol-Air Temp.)

Item Summer Mid Season Winter

TD 50℃ 20℃ 0℃

TS 40℃ 20℃ 0℃

TT 30℃ 20℃ 0℃

TW 26℃ 17℃ 10℃

  (2) 계 산

선창내 온도를 다음식에 의해 구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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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between Painting Velocity(m3
/h)

and Exhaust Air Volume

4) 배기 풍량의 결정

여기서는 배기풍량을 도장 할 때에 발생하는 용제의 위생상 

한도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배기량 QE는





×
×
× ×

××
                    (8)

                                  (예)

G : 도포량     [g / m
2
]         G = 450 g / m

2

V : 도포속도   [m
3
 / HR]    

S : 용제함유량 [%]              S = 35%

C : 위생 한도  [PPM]        

M : 용제 평균 분자량[ - ]       M = 92

이상의 가정상 도포속도 (m
3
/h)와 필요 환기량의 관계를 Fig. 

4 에 표시한다.

  5) 내부 인원부하 추산

선창 내 상태를 보다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인원에 의한 온

도 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인원 잠열로 부터 증가 

수분량을 구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구한 증가 수분량을 내부 습도을 더하는 것에 의해 정

확한 양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Fig. 5 Desiccant Dehumidifier Unit Flow Diagram

 

증가 절대습도  


 ×
×
× ×




                                   (예)

△X : 증가 절대습도 [g/kg′]

qL : 1인당의 잠열 [kcal/h]    146 kcal/h (at 28℃)

M : 작업인원 [인]

ν : 공기의 비중 [kg/m
3
]       1.2 kg/m

3
 (at 20℃)

QE : 1탱크당의 배기 풍량 [m
3
/min]

2.2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데시칸트제습기 유닛은 2가지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프리쿨러

+ 데시칸트제습기와 프리쿨러+데시칸트제습기+애프터쿨러를 구

성하고 있다. 

Fig. 6 Desiccant Dehumidifier Unit Photo

2.3 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

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는 데시칸트 로터 개발에 의해 나타나

게 되었으며 사용중인 데시칸트 로터는 크게 저노점제습용(고온

재생 180℃ 내외), 일반제습용(140℃ 내외), 저온재생용(50~  

60℃)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는 한대의 압축기로 증발기에서는 냉

각제습을 하고 응축기폐열을 이용하여 데시칸트제습을 하므로서 

제습시스템의 효율은 물론 장비도 콤팩트 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압축기의 조합여하에 따라 출구온도 제어를 할 수 있으므

로 다양한 용도로 하이브리드 제습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이브리드제습기는 해외에 있어서 미국, 일본에서는 5년 정

도 전후에 개발되어 실용화 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그린빌딩협의회가 운용되고 있어 

건물들에 거주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건강

한 장소로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모든 건설 산업부문의 지도자

들이 모인 주요 국민연합이며, 그린빌딩협의회의 핵심목표는 빌

딩 커뮤니티가 설계되고 건설되어 작동하는 방법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건강하며 번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추진하는 것은 협의회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 그린빌

딩 등급제도로서, LEED 워크숍과 LEED 전문가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강력히 지원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제습기는 LEE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제습기를 

GREEN Hybrid dehumidifier로 사용하고 있다.

데시칸트제습기유닛과 그린 하이브리드제습기를 급기풍량

15,000CMH를 간단하게 비교하여 보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프

리쿨러 용도로 사용하는 냉동기 성적계수 3.0인 소비동력 60kW 

냉각능력 180kW와 데시칸트제습기 재생히터 150kW 제습능력 

0.74kg/kW이며, 하이브리드제습기는 냉동기 성적계수 3.0인 소

비동력 60kW 냉각능력 180kW와 데시칸트제습기 재생 응축기 

폐열이용으로 0kW 제습능력 0.74kg/kW이며,



Fig. 7 Hybrid Dehumidifier Unit Flow Diagram

3. 데시칸트제습기유닛과 하이브리드 

제습기 성능비교

데시칸트제습기유닛과 하이브리드제습기 성능비교는 하절기 

최대부하와 하절기 평균부하를 기준하여 검토한다.

압축기는 Refcomp 자료를 적용하며 냉매는 R-134a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데시칸트제습기 유닛의 증발온도는 10℃, 응축온도 

55℃ 이며 하이브리드제습기 증발온도는 10℃로 동일하고 응축

온도 60℃로 설계로 하며 압축기의 기종선정은 냉각능력을 기준

으로 하여 선정하며 냉각능력은 안전율 10%를 적용하였으며 이

는 설계치로서 실제 운전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데시칸트제습기유닛- 하절기 최대부하

     (외기조건 DB 32℃, RH 70% 기준)

 - 급기풍량 15,000CMH  냉동기 SRC-S 213 R-134a

   C/C 190.3kW Comp.51.7kW 제습로터 ø1,525*200t

Fig. 8 Desiccant Dehumidifier Unit Example Drawing

Table 1 Desiccant Dehumidifier Unit Design at Summer    

        Max. Load

Item
Volume

(CMH ) 

DB

(℃ )

RH

 (% )

x

(g/kg' )

I

(kcal/kg' )

P/C Inlet 19,500 32.0 70.0 21.14 20.61

P/C Outlet 19,500 21.9 90.0 14.83 14.25 

D/H Process 
Outlet

15,000 39.1 20.2 8.83 14.81

D/H Purge Outlet  4,500 58.6 6.2 7.23 18.57

D/H React. Inlet  4,500 140.1 0.3 7.23 40.56

D/H React. Outlet  4,500 55.9 30.4 32.33 33.53

Table 2 Desiccant Dehumidifier Unit Power Consumption

        at Summer Max. Load

Item  Spec. kw Oper. kW Remark

Supply Fan 30.0 24.0 80%

React. Fan 5.5 4.4 80%

Rotor Motor 0.1 0.08 80%

Compressor 45.0 51.7

Condenser Fan Motor 4.5 3.6 80%

React. Heater 140.0 140.1

Total 235.1 223.88



Table 3 Desiccant Dehumidifier Unit Water Removal

         Efficiency at Summer Max. Load

Item Unit Total Remark

P/C Water Removal kg/h 113.6 

D/H Water Removal kg/h 108.0

Water Removal Total kg/h 221.6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0.99 

Fig. 9 Desiccant Rotor Purge Type Selection

at Summer Max. Load

2) 데시칸트제습기유닛-하절기 평균부하 

    (외기 조건 DB 25.0℃, RH 80.0% 기준)

- 급기풍량 15,000CMH  냉동기 SRC-S 213  R-134a

  C/C 190.3kW Comp.51.7kW 제습로터 ø1,525*200t

Table 4 Desiccant Dehumidifier Unit Design

         at Summer Mean Load

Item
Volume
(CMH ) 

DB
(℃ )

RH
 (% )

x
(g/kg' )

I
(kcal/kg' )

P/C
 Inlet

19,500 25.0 80.0 15.96 15.71

P/C 
Outlet

19,500 15.0 90.0 9.54 9.35

D/H Process 
Outlet

15,000 30.2 16.0 4.25 9.84

D/H Purge 
Outlet

 4,500 50.6 4.2 3.29 14.18

D/H React. 
Inlet

 4,500 138 0.2 3.29 35.29

D/H React. 
Outlet

 4,500 58.1 21.4 24.96 29.5

Table 5 Desiccant Dehumidifier Unit Power Consumption

         at Summer Mean Load

Item  Spec. kw Oper. kW Remark

Supply Fan 30.0 24.0 80%

React. Fan 5.5 4.4 80%

Rotor Motor 0.1 0.08 80%

Compressor 45.0 51.7

Condenser Fan Motor 4.5 3.6 80%

React. Heater 150.0 149.1

Total 235.1 232.88

Table 6 Desiccant Dehumidifier Unit Water Removal

         Efficiency at Summer Mean Load

Item Unit Total Remark

P/C Water Removal kg/h 115.6 

D/H Water Removal kg/h 95.2

Water Removal Total kg/h 210.8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0.91 

Fig. 10 Desiccant Rotor Purge Type Selection

at Summer Mean Load

3) 하절기 최대부하-하이브리드제습기

- 급기풍량 15,000CMH 냉동기 SRC-S 213 R-134a 

  C/C 173.8kW Comp.57.1kW 제습로터 ø1,740*200t

Fig. 11 Hybrid Dehumidifier Unit Example Drawing



Table 7 Hybrid Dehumidifier Unit Design

         at Summer Max. Load

Item
Volume
(CMH ) 

DB
(℃ )

RH
 (% )

x
(g/kg' )

I
(kcal/kg' )

P/C  Inlet 15,000 32.0 70.0 21.14 20.61

P/C Outlet 15,000 20.4 90.0 13.5 13.06 

D/H Process 
Outlet

15,000 35.8 24 8.79 13.98

D/H React. 
O.A Inlet

18,000 32.0 70.0 21.14 20.6

D/H React. 
Cond. Outlet

18,000 56.0 20.1 21.14 26.59

D/H React. 
Outlet

17,400 42.9 45.9 25.24 25.85

Table 8 Hybrid Dehumidifier Unit Power Consumption

         at Summer Max. Load

Item  Spec. kw Oper. kW Remark

Supply Fan 30.0 24.0 80%

React. Fan 22.0 16.6 80%

Rotor Motor 0.1 0.08 80%

Compressor 45.0 57.1

Condenser Fan Motor 1.65 1.32 80%

React. Heater 0 0 Condenser 

Total Power 98.75 99.1

Table 9 Hybrid Dehumidifier Unit Water Removal Efficiency

         at Summer Max. Load

Item Unit Total Remark

P/C Water Removal kg/h 144.1 

D/H Water Removal kg/h 84.8

Water Removal Total kg/h 222.3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2.24

Fig. 12 Desiccant Rotor Hybrid Type Selection

at Summer Max. Load

4) 하절기 평균부하-하이브리드제습기

- 급기풍량 15,000CMH 냉동기 SRC-S 213 R-134a 

  C/C 173.8kW Comp.57.1kW 제습로터 ø1,740*200t

Table 10 Hybrid Dehumidifier Unit Design

          at Summer Mean Load

Item
Volume
(CMH ) 

DB
(℃ )

RH
 (% )

x
(g/kg' )

I
(kcal/kg' )

P/C Inlet 15,000 25.0 80.0 15.96 15.71

P/C Outlet 15,000 13.0 90.0 8.37 8.16 

D/H Process 
Outlet

15,000 28.1 17.5 4.11 9.25

D/H React. 
O.A

16,700 25.0 80.0 15.96 15.71

D/H React. 
Cond. Outlet

16,700 55.0 15.3 15.96 23.37

D/H React. 
Outlet

16,700 43.0 36.0 19.7 22.46

Table 11 Hybrid Dehumidifier Unit Power Consumption

          at Summer Mean Load

Item  Spec. kw Oper. kW Remark

Supply Fan 30.0 24.0 80%

React. Fan 22.0 16.6 80%

Rotor Motor 0.1 0.08 80%

Compressor 45.0 57.1

Condenser Fan Motor 1.65 1.32 80%

React. Heater 0 0 Condenser

Total Power 98.75 99.1

Table 12 Hybrid Dehumidifier Unit Water Removal

          Efficiency at Summer Mean Load

Item Unit Total Remark

P/C Water Removal kg/h 136.6 

D/H Water Removal kg/h 76.7 

Water Removal Total kg/h 213.3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2.15 

Fig. 13 Desiccant Rotor Hybrid Type Selection

at Summer Mean Load



5) 하이브리드제습기 대 데시칸트제습기유닛 외형 비교

Table 13에 외형비교를 하였다. 하이브리드제습기가 바닥면적

은 4%줄고, 장비체적은 11% 줄이므로 기존장비에 비해 사용상 

편리하다. 

Table 13 Hybrid Dehumidifier Unit vs. Desiccant 

Dehumidifier Unit Dimensions

Item Unit Hybrid Desiccant Remark

Width m 4.9 6.4

Depth m 2.5 2.5

Area m2 12.25 (77%) 16.0 (100%)

Height kg/h 2.95 3.4

Volume m3 36.1 (67%) 54.4 (100%)

6) 간이 연간 운전비 계산

운전비 계산은 산업용 전기요급 병에 해당하며 연간 기본요금

을 포함하여 67.0원/kWh로 계산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제습기 가동일은 7개월로 210일

② 부하율은 여름 중간기로 70%를 적용

③ 운전시간은 1일 24시간 50% 운전 

④ 여름평균부하 운전전력 기준

(1) 하이브리드제습기 운전비 계산

연간운전비 = 99.1kW×210일×24h×50%(운전율)×70%(부하  

                율)×67.0원/kWh

           = 11,712,430원/대․년 (42.6%)

(2)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운전비 계산

연간운전비 = 232.88kW×210일×24h×50%(운전율)×70%(부  

               하율)×67.0원/kWh

           = 27,523,620원/대․년 (100%)

(3) 하이브리드제습기 연간 절감액

절감액 = 27,523,620원/대-11,712,430원/대

       = 15,811,190원/대․년 (57.4%)

4. 결 론

선박건조도장장비로 하여 전외기형 장비로는 1)프리쿨러 2)데

시칸트제습기 3)데시칸트제습기 유닛 4)복합형제습기(후단쿨러 

포함)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5)그린 하이브리드제습기가 개발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린하이브리드제습기 대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을 용량 15,000CMH 설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름평균부하시의 제습능력은 하이브리드제습기 

213.3kg/h(101%) 이며,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210.8kg/h(100%)

로 하이브리드제습기가 제습능력이 1%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름평균부하시의 소비동력 비교는 하이브리드제습기 

99.1kW(42.6%),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232.88kw(100%)로 

하이브리드 제습기가 에너지절약을 57.4%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소비동력 대 제습성능을 여름 평균부하에서 비교하면 하이

브리드제습기는 2.15kg/kW(236%)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은 0.91kg/kW(100%)로 하이브리드 제습기 성능이 2.36배 우수

하다.

4) 장비설치면적은 하이브리드제습기가 23% 작아졌으며 장비

체적도 1/3(33%)이 감소하여 기존 데시칸트제습기에 비해 취급

이 용이하게 되었다.

5) 운전비는 연간운전시간에 영향을 받지만 210일(7개월) 운

전, 부하율 70%, 운전율 50% 일 때 하이브리드제습기가 연간 

15,800,000원을 절감하여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대비 57.4%를 

절감한다.

6) 기타로 하여 하이브리드제습기는 고급사양(에너지절약)을 

추가하여도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가격에 10% 인상요인이 없으

며, 재생 전기히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전시 등에 매우 안

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7) 대체냉매에 대해서는 프레온 22와 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R-407c는 비공비혼합 냉매로 누설시 전량배출하고 새로 냉매를 

충천해야 하므로 환경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

여, 단일 성분인 R-134a를 사용하면 누설시에도 보충만 해도 되

는 장점 때문에 대체냉매는 R-134a를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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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협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업 

체계 및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현 

 

1 윤영주,이석태,소승욱,서흥원,한성환(대우조선해양㈜) 

2 조대영(대우정보시스템㈜), 3 송재민(주식회사 엠로) 

요 약 

 

재 국내 조선산업은 노동인력의 부족, 임금인상, 중국 등의 후발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조선 강대국의 입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화, 개발 

단축화, 제품복합화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품질(Quality), 가격(Cost), 

납품(Delivery)에 대한 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업망 확충에 

있어서도 안전, 품질, 단가, 납기, 공정 준수율 등의 요구가 기반이 되어 기술역량강화 및 

원가 절감에 의한 경쟁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한적인 원자재 수급대상 업체 운영으로 인한 

가격 협상력 약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은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관계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강대국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과거 부품이나 반제품을 제작하여 

모기업에 납품하는 단순협업 형태의 협력사와의 관계를 벗어나 부분 완성품(블록 규모 

이상) 중심의 연합 생산체계를 위하여 단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공급의 속도와 유연성 

확보를 통해 공급업체들의 노하우가 축척이 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면서 조선 Supply Chain 전체를 강화하면서 진화해 갈수 있는 조선 

상생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모기업과 협력사가 실질적인 지속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조선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구축하였다. 

 

현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서 론 

현재 조선산업은 노동인력의 부족, 임금인상, 중국 등의 후발

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조선 강대국의 입지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산업간 완전경쟁체제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화, 개발 단축화, 제품복합화 등으

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품질(Quality), 가격(Cost), 납품

(Delivery)에 대한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업망 확충에 

있어서도 안전, 품질, 단가, 납기, 공정 준수율 등의 요구가 기반

이 되어 기술역량강화 및 원가 절감에 의한 경쟁력이 필요한 실

정으로 제한적인 원자재 수급대상 업체 운영으로 인한 가격 협

상력 약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증가에 따른 환 위험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산업은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관계 구

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조선산업에 있어 협력사는 과거 단순 부품이나 반제품을 제작

하여 모기업에 납품하는 단순협업 형태를 벗어나 이제는 부분완

성품(블록 규모 이상) 중심의 연합 생산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순 부품을 생산만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생산계획, 

설계, 생산, 관리 등 조선업 전 분야에 걸쳐 모기업과 협업을 하

며 생존하고 있다. 즉, 협력사와의 상생이 단순 물품 구매 기능

에서 공급망 관리를 통해 물품을 얼마나 싸게 구매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는지가 기업의 가치 

창출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단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공급의 속도와 유연성 확보를 통해 공급업체들의 노하우

와 혁신 역량을 배울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의 경쟁과 고객중심의 가

치사슬로 재편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구매 경쟁력 확보 및 협력

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극대화로 

인한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는 모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산업의 Value 

Chain과 Value Chain간의 경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협력사

와의 협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10

년 전의 단순 구매에서 오늘날 ‘ 공급망 관리’ 로 진화한 구매

의 역할 변화로 협력사의 역량을 모기업 내부 역량처럼 활용하

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선진 기업들의 

추세이며 이를 위해 전략적 공급업체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수주형 산업인 조선업종은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의 경

쟁과 고객중심의 가치사슬로 재편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구매 

경쟁력 확보 및 공급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공급망 전체

의 경쟁력 극대화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림 1 협력회사와 관계의 중요성 

이와 같은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컨소시엄으로 모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업에 필요한 설계도면, 자재정보 (BOM)를 실시간으로 처리하

는 협업 기간 계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을 

조선분야에서는 최초로 구축 완료하여 현재 적용 중이며 (조달

협업시스템), 2010년 국책과제 대.중소 상생 IT혁신사업을 통해 

공급자 관계 관리 시스템(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구축하였다.  

SCM(조달협업시스템)시스템과 SRM(공급자관계관리)시스템

은 협력사 공급망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인프라로서 건강하고 지

속 가능한 조선 협업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SRM은 SCM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SCM

은 조달 물품 단가나 물류비의 적절한 조정에 주안점을 두는 데 

비해 SRM은 공급자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주안

점을 둔다는 점에서 SCM(조달협업시스템)과 구별 된다. 특히 

SRM 시스템은 수요 예측, 재고관리, 전략적 구매, 협력사 육성 

등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므로 SCM(조달협업시스템)시스

템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2 조선산업 공급망의 이해 

 



 

 

2. 본 론 

조선 산업의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선

Supply Chain 전체의 경쟁우위가 필수적이다. 협업망 전체 원

가 절감, 효율화 및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SRM(Suppl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략이 요구되며, 

이 전략을 협업망 전체에 이행을 위하여는 조선 SRM 시스템

이 별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대ㆍ중소 상생 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을 통해 도출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준으로 조선산업의 모ㆍ협간 상생 협업망 강화를 위

한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워 지경부 국책과제에 응모하여 

2010년 말 대ㆍ중소 상생 IT혁신사업(사업기간 : 

2009.12~2010.12)을  구축 완료 하였다. 

  

아래 내용은 대.중소 상생 ISP를 통해 파악된 협력사의 주요 

현황으로 

● 가공사 : 모기업에서 계획이 일주일치 밖에 확정되지 않으

므로 자체 중장기 계획 수립 불가 

● 기자재 : 조달협업시스템 (모기업) 과 자사 System 의 원

활한 연계를 위해 IT System 도입 시 조언 희망 

● 배관사 : 모기업 선표 변경 또는 자재 소요일 부정확 등으

로 완성품 재고 증가 

● 철의장사 : 모기업의 벽이 높다 

● 블록사 : 생산,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모기업의 적극

적인 지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설계• 생산• 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

를 진단하고, IT 기술을 활용(협업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기업군

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협업망 

전체가 상생전략에 의해 IT 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되면서 협업망 

전체의 원가를 절감하고 최적화된 효율 하에서 의상결정이 빠르

게 지원되는 체계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 상생연합전략 모듈 : 협업망 전체 비전과 목표를 공유, 협

력사 수요예측 및 공유, 협력사 기술/제품 운영, 통합 자원 계획 

효율화, 협력사 투자 및 인력계획 최정화  

● 상생발전전략 모듈 : 협력사 진단 시스템, 협력사별 맞춤 

운영 체계, 협력사 공장혁신 체계, 협력사 제품혁신 방법론, 성

과공유/고통분담 체계 

● 상생운영전략 모듈 : 배량 운영 최적화, 협업망 공정 및 납

기관리, 협업망 공동구매, 물류 관리, 상호 자원 공유, 공동작업/

공동개발, Lessons Learned 공유 

 

그림 3 조선SRM의 목표 및 운영전략 

 

시스템 구축 추진 조직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야별 (블록사, 

배관사, 가공사, 철의장사, 기자재사) 20개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4 조선SRM 시스템 추진조직 

 

대우조선해양의 조선 SRM 체계는 일반적인 SRM체계와 차별

화 되어 있다. 일반적인 SRM 체계는 협력사 평가에 따른 인센

티브 & 패널티 정책이 적용된다 할 수 있으나 대우조선해양 조

선 SRM 체계는 조달 품목의 특성과 협력사의 Level을 고려하여 

협력사별 맞춤 Level Up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특히 대우

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DMS(DSME Management Standard)/

가치혁신 방법론을 활용하여 협력사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모.협력사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파트너 관계의 강화란, SCM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

것은 결국 파트너 간의 상생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현금 지

급을 통한 단가 인하 유도 등의 구매방법을 개선 하는 것이 당장

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파트너 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파트너의 실력 향상

을 통하여 SCM 경쟁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모

회사는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개선활동을 지도하

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SRM 체계 구축의 기본 

철학이다. 

 

그림 5 일반형SRM vs 조선SRM 차이점 

 

조선SRM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아래와 같으며,  

 

그림 6 조선SRM의 구성도 

 

조선SRM시스템의 전체 흐름도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그림 7 조선SRM의 전체 프레임 워크 

 

그림 8 조선SRM의 SG(Sourcing Group) 프로파일 

 

 

그림 9 조선SRM의 기본구매전략 

 

여기서, 그림 8의 Sourcing Group (SG) 이란 동일 공급시장

에서 동일 Sourcing 전략을 적용하여 구매되는 품목 그룹을 말

한다. SG분류는 구매하고 있는 품목과 신규 구매품목을 공급시

장 중심으로 Grouping 하는 작업으로, 시장상황에 적합한 최적

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매품목 단위를 제공한다. 구매 품목

의 공급시장 별 최적의 전략을 구현할 때 구매가치(Quality, 

Delivery, Cost)를 극대화시키고, SG을 기반으로 협력사 진단과 

차별화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구매전략과 연계한 협력사 육성 및 



 

 

관리 구현된다. SG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프로파일로 작성되어 

있다. 조달업무 수행을 위한 사내/외의 정보를 공유하여 조달 담

당자 별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달 전략 및 협력사 협업전

략 등 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관리단위로써 통합 View

를 제공한다.  

 

그림 10 조선SRM의 조달 특성 분석을 위한 Sheet 

 

 

그림 11 조달특성에 대한 소싱그룹 분류 기준 

 

 

그림 12 조선SRM의 조달특성 분석 결과 

 

기준정보를 통해 소싱그룹 별 조달 특성을 분석하는데 조달 

특성 분석을 위한 Sheets는 정성 항목과 정량 항목으로 구성되

며,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급시장 환경에 따라 탄력적인 조

달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소싱그룹 별로 사업

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여 동일한 유형의 소싱

그룹에 대해서는 공통의 조달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13 조선SRM의 협력사 Level 진단 framework 

 

 

그림 14 조선SRM의 수행도 진단 체계 Activity 

 

 

그림 15 조선SRM 협력사 Level 진단 결과 

협력사 Level 진단에서는 품목 및 전략 특성에 근거하여 총 9

개의 평가 그룹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그룹별로 다양한 진단 요

소를 차별화 하였다. 수행도 진단을 통하여 협력사 Level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협력사별/품질, 가격, 납기

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며, 개선이 필요한 협력사에 대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그림 16 조선SRM의 전략 매핑 구성 



 

 

전략매핑 단계는 조달업무의 궁극적인 목표와 업무포인트를 

고려하여 조달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조달전략방향은 전략유형

으로 세분화되고 전략유형은 복수의 조달전략으로 구성된다.  

 

그림 17 조선SRM의 전략 수립 framework 

 

전략을 Mapping하고 난 후 전략을 세우게 된 다음 시스템에

서 제공된 소싱그룹별 조달특성인 S,P,Q,D,G 유형별 기본전략

과 수행도 부진영역(품질/가격/납기)에 대한 추가전략을 참조 협

력사별 맞춤형 Level-up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8 조선SRM의 육성 계획 framework 

 

공장혁신 추진단계 : 예비진단-진단-결과분석-과제도출-혁신

체계화-성과관리/표준화 

가치혁신 추진단계 : 과제정의-대상분석/아이디어도출-아이

디어평가- 개선안실행-성과파악/검증-과제완료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육성전략은 공장혁신/가치혁

신(원가개선/원가개선 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 수행 단계

별 계획 일정을 수립한다. 육성계획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

터링 해야 한다.  

 

 

그림 19 조선SRM의 DMS 진단 결과 도표 

 

ㆍ 전략성과 모니터링 항목 

ㆍ 과제 추진 단계별 진행 현황 종합(대기, 지연, 진행, 완료) 

ㆍ 과제 추진단계별 추진 일정  

ㆍ 공장혁신(DMS) 추진 실적  

 

협력사별 육성전략에 대한 과제유형(공장혁신/가치혁신/원가

혁신/원가혁신외)별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실행력

을 강화한다. 성과 실적을 모니터링 하며 협력사는 자사의 경쟁

력 수준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해야 할 방향까지 알 수 

있다. 또한 생산, 물류, 품질 프로세스 개선 할 수 있으며, 국산

화, 대체품,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협력사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조선 SRM 시스템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 친화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매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여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고, 전략적 업무 증대로 인해 구매 인력의 역량이 

제고 될 뿐더러 협력회사의 정예화 및 역량 강화로 인해 우수 협

력회사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상호 신뢰도 증대에 따른 대응

력 향상 및 안정적인 조달업무가 가능하다. 

반면, 협력사는 투명한 평가체계 및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자

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기업발전 전략을 넘어 산업 

발전 전략, 나아가 사회 발전 전략으로 확대 발전하고, 자가 진

단 기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정량적인 관점의 효과로는 적절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기 투자

로 모기업과 협력회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접 자재 비

용, 소모성자재/간접 자재 비용이 감소되어 지속적인 효과와 재

고 회전율도 향상 될 것이고, 부품 및 설계 재사용 율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기술/제품 개선 및 개발에 모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매출 확대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협업망 내 자원 공유로 

고정비를 절감하고, 전문인력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회사

로선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SCM, SRM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선 

협업망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배량 운영, 협업망내 공동구매, 물류관리 등 

상생 운영 전략에 맞추어 구축할 계획이며, 대우조선해양의 연

간 협업망 배량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 조선SRM의 협업망 기술/제품 Map 운영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협업망을 구성하는 협력사들이 보유

한 기술 및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립하고, 이

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사, 협력사와 협력사가 원가절감과 신제

품 개발 및 신사업 개발 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베

이스에는 협력사의 주요제품, 생산 가능 제품 및 향후 생산 예정 

제품이며, 협력사의 주요기술, 보유기술 및 향후 개발 예정 기술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와 같은 기술과 제품 Map 이 조선 SRM 

시스템을 통해 협업망에서 공유할 것이다. 

그림 20 조선SRM의 협업망 수요 예측 및 공유 

4. 성과활용방향 

대ㆍ중소 상생 ISP를 통해 협력사는 도급자재 구매와 물류에 

대한 요구사항을 많이 도출하였다. 

구매/물류에 대한 협력사 요청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물류정보 공유로 원활한 자재수급 체계 

ㆍ 공장 Lay Out 정비 

ㆍ 공장 내 & 공정간 물류 개선 

ㆍ 납품/AS 발생 이력 및 처리를 관리하는 모기업/협력업체

간 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ㆍ 팔레트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모기업/협력업체간  물류 관

리시스템 구축 

ㆍ 모기업과 협력사간 사급자재 정보 공유와 사급자재 상태 

파악이 용이한 물류관리 시스템 구축 

ㆍ 납품일자 관리 (물류) 시스템 구축 

ㆍ 생산물류(자재보급, 제품출고) 체계 개선 

ㆍ 협력사간 통합 물류(저장/배차) 체계 구축 

ㆍ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물류 바코드 체계 수립  

ㆍ 물류정보 공유로 원활한 생산계획 추적  

ㆍ 협력사간 모기업 납품을 위한 통합물류체계 운영으로 물

류비용 절감 

ㆍ 지번 체계 정립 및 결품 정보 관리를 통한 사내물류 프로

세스 개선 

ㆍ 협력사간 고객사 또는 후처리장 (도장사 등)으로의 납품 

및 운송 정보 예측을 통한 협력사간 통합물류체계 운영으

로 물류비용 대폭 절감  

ㆍ 물류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운송계획 수립 

 

상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망 공동구매 및 물류관리를 

수행하여 협업망 전체의 비용을 점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

정이며, 앞서 언급한 협업망 제품/기술 Map의 운영 개념을 확대

해서 협업망의 제품 혁신 방법을 체계화 하고 이를 조선 SRM 

시스템에 구동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 향상, 부품 및 기능개선을 위한 아이디

어를 관리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시화 할 것이다. 



 

 

 

그림 21 조선SRM의 협업망 공동 구매/물류 프로세스 

 

그림 22 조선SRM의 협업망 공동 구매/물류 시스템 

 



 

 

5. 결 론 

원가 절감 압력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이 SCM(Supply Chain Management)시스템과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시스템이다. 

조선업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조선업 성장 속도

는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우리 한국 조선산업을 위협

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기술, 가격, 관계 등 중국에 

대응할 수 있을만한 여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우리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SRM(Supply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2010년 말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여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들이 사

용 중이다.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Value Chain과 Value Chain간의 

경쟁에 협력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한다면 혁신과 성장

을 이룰 수 있다. 특히 많은 협력사와 공존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자재 구입 비용을 조금만 절감 하더라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자재의 가격을 낮추어 비용의 효율성

을 높인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 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은 

특정 협력사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 협력사로 분산시킴으로써 거

래 상담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더 우수한 협력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협력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를 막

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모든 것이 맞아가는 것처럼 기업의 

전체 최적화를 위해 기업흐름의 기초가 되는 구매부터 최적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 SRM 시스템을 통해 구매를 행할 때 협력사와 모기업을 

연계함으로 협력사에 구매정보를 줌으로 인해 협력사 또한 소요 

예측과 생산 패턴 추세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대우조선

해양과 협력회사는 최첨단 시대에 맞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협력사와 효율적인 협업 상생으

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대.

중소 상생 IT혁신사업 국책사업 개발과제인 ‘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

소 상생 IT시스템 구축’  의 일부로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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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박승태(ATENG), 홍석균(ATENG), 박승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종수(부경대학교)

요 약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그린에너지 적용에 발맞추어 개발한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는, 하절기에는 냉동기를 사용하여 외기공기를 증발기로 냉각제습을 하고, 응축기 폐열을 데시칸트제습

기 재생열원으로 사용하므로, 기존의 데시칸트제습기 유닛의 전기히터로 재생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고, 순간 정전시의 안

전에 특히 우수하고, 에너지를 40%이상 절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열펌프를 이용하여 COP 3.0 이상으로 운전되므로 전기히터

를 사용하는 것보다 50%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가능하며, 외기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제상이 필요하므로 이때에는 보

조 전기히터를 적용하였으며, 이 보조히터는 빠른 시간에 실내온도를 올릴 때에도 유용하다. 

These days the world society applies the green energy system such as Green Growth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New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GREEN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is developed with this 

world's trend. In summer, by using the refrigerator, the outdoor air goes through the cooling dehumidification with an 

evaporator and the condenser waste heat is used as the react heat source of the desiccant dehumidification. 

Comparing with the existing desiccant dehumidifier unit that uses the electric react heater, GREEN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is excellent for the safety during the moment blackout and the energy can be saved more than 40%. In 

winter, it is operated at more than 3.0 COP by using a heat pump, so the energy saving is better, up to 50%, than 

using the electric heater. When the outdoor air temperature is under 5℃, the defrosting is necessary. So, at this time, 

the supporting electric heater is applied and it is also needed to increase the temperature in a short tim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선박도장에 있어서 도장 공장은 조선소에서 골드 룸이라 하여 

불리어질 정도로 투자가 많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에 

최초로 대우중공업에서 계획을 하였지만 난방설비와 환기설비만

으로 시공되었으며, 이후 전천후 도장 공장으로서의 실제 적용은 

1994년 삼성중공업에서 도장 공장에 제습기를 적용하여 시공하

였으며,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대우해양조선, STX 해양조선, 

한진중공업 등에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근래에는 현대미

포조선과 대우해양조선에서도 추가설비가 증설 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선박건조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개발과 블록의 대형화로 선행

도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천후 도장 공장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도장 공조 설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기오염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도장 공장을 부득이 하게 대

형화로 하여 초기투자비를 절감하는 설비를 꾸미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Fig.1에 나타내는 제습방법에 있어서 1)A->C점[냉각제습], 

C->E점[데시칸트제습], E->B점[애프터쿨러], 2)A->D점[데시

칸트제습], D->B점[애프터쿨러], 3)A->B점[액체식 데시칸트제

습]방식으로 간단하게 보이나, 실제는 방법1), 2)의 흐름을 통하

는 것으로 하여 액체식 데시칸트방식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Fig. 1 Methods of Dehumidification

①Outside Air Temperature ②Room Dew Point ③Outside 

Air Dew Point ④Indoor Product Surface Temperature ⑤ 

Indoor Dew Point during Dehumidifier's Running

Fig. 2 Condensation Occurrence Reason

by Product Temperature Delay

2. 도장 공장 공조 설비에 따른 검토

도장 공장 건설에 있어서는 연간운전을 하여야 하는 전제와 

외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해서 선박도장용 제습기를 가

지고 이를 응용하는 시스템으로 하여 1) 프리쿨러 + 데시칸트제

습기(일체형) + 가온히터 형태로 시공되었으며, 차츰 운영기술이 

발전되어 2) 프리쿨러 + 데시칸트제습기 분리운전 형태로 발전 

하였으며, 3) 냉동기(브라인)+AHU+보일러 형태와 4) 프리쿨러 +  

LNG or LPG 히터, 5)열펌프 유닛 등으로 여러 가지 공조방법이 

채택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도장 공장에 있어서 공조 설비의 수명은 10~15년을 고려한다

면 공조방법과 에너지절약 방법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며, 

선행도장 공장에 있어서는 20년 가까운 운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를 취급하는 부서

나 담당자가 최고의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며, 자료

를 계량화 하여 조선소들이 공유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익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분들의 동참을 기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공조방법 중에 있어서 실질적인 운전 값이나 

실험치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료의 접근성이

나 방대함에 있어서 못 미치기 때문에 일부 공조방법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기후를 살펴보면 하절기에는 평균 절대습도가 

16g/kg' 내외이며, 야간에는 외기온도가 낮아져 도장공장 실내 

습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하며, 이에 대

한 관련 실험 자료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중간기에는 10g/kg' 

내외, 동절기에는 2g/kg' 전후이므로 사계절을 고려한 경제적인 

공조방식에 있어서는 

1) 하절기 : 냉각제습 + 데시칸트제습

2) 중간기 : 데시칸트제습 및 외기냉방(송풍)

3) 동절기 : 가온

이라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데시칸트 제습

기의 경우 재생히터의 전기용량이 커 점차 녹색 기술로 변환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가온에 있어서도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가 

보급 중에 있다.

2.1 복합형 제습기 

복합형 제습기는 냉각제습기인 프리쿨러와 데시칸트제습기 ․ 

애프터쿨러, 가온히터 등을 포함하여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외기절대습도를 장마철에도 급기공기를 6g/kg' 이

하로 송풍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나쁜 환경에서도 충분히 도장작

업을 할 수 있다. 전에는 가온히터를 전기히터로 사용하는 경우

도 있으나, 최근에는 청정연료인 LPG나 LNG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복합형 제습기는 별도의 열원설비 없이도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장치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취급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3에 나타낸다. 



Fig. 3 Cooling & Desiccant Dehumidifier Unit Flow Diagram

Fig. 4  Heat pump Desiccant dehumidifier unit (Four Season OAU) Flow Diagram

2.2 프리쿨러와 데시칸트제습기 병행 운전

대형 도장 공장에서는 적정한 공기 순환량이 필요하므로 냉각

제습기와 데시칸트제습기를 병행설치하여 복합형 제습기에 비해 

2배 정도의 공기 순환량을 가지는 효과가 있으며, 동절기 가온에 

있어서는 양측에 모두 설치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작업자가 없

을 때에는 밀폐 사이클로 운전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2.3 중앙식 냉난방시스템

공조 열원 설비 구성에 있어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등으로 

구성하나 도장공장의 하절기나 중간기에 있어서 운전 특성상 야

간 운전 시에는 냉각과 재열이 필요하므로 하절기나 중간기에도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 방식이

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수냉식 냉동기의 경우는 에너지절약시스템으로 하여 외기냉방

을 이용하는 것과 냉각수를 이용한 재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2.4 냉각제습기와 가온히터

냉각제습의 경우 반드시 재열이 필요하므로 가온히터를 활용

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직팽식의 경우에는 에

너지절약을 위해 응축기 폐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열펌프 유닛



Item
Chilled Water 

OAU

Heat Pump 

OAU

Composed 

OAU

Four Season 

OAU
Hybrid OAU Remark

Cooling  Chilled Water D.X Type
Chilled Water + 

D.X Type
D.X Type D.X Type

Heating Hot Water, Steam Condenser Elec. Heater Condenser Condenser

Dehumidification

Control
Dew Point Control Dew Point Control Desiccant Control. Desiccant Control Desiccant Control

Humidification

Control
Steam, Evaporation Evaporation Electric (Evaporation) (Evaporation)

Heat Exchange
Heating Coil,

Cooling Coil
D.X Coil

D.X Coil, 

Elec. Heater
D.X Coil D.X Coil

Feature

In case of the large 

scale factory, the he 

at source is a chilled 

water and steam. In 

summer, the dew poi 

nt can be controlled 

by the exit temperat 

ure controlling.

It can be operated 

annually as the ind 

ependent type. If it 

is the fixed one, th 

e running cost ca n 

be declined by appl 

ying the evaporativ 

e humidifier.

Movable type is 

usually used and 

composed as the 

independent type.

It is beneficial whe 

n the outside air vo 

lume is big. It is ea 

sy to control the hu 

midity, so it is suit 

able for a factory, 

big shopping mall, 

hospital, hotel, etc.

It is beneficial when 

the latent heat load is 

big. It is the integrat 

ed equipment of cooli 

ng dehumidification a 

nd desiccant dehumidi 

fication using a conde 

nser. So, lots of ener 

gy can be saved.

Use Supporting
Supporting, 

Independent

Independent, 

Movable

Supporting, 

Independent, 

Movable

Supporting,

Independent,

Movable

Equipment Cost Cheap Normal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I a little

Operating Cost Expensive Normal Expensive Cheap Cheap

Overall Under Normal Excellent Normal Excellent Most Excellent

Table 1 OAU(Outdoor Air Handling Unit) Class

  

Fig. 5 Hybrid Heat Pump OAU Flow Diagram

냉각제습기의 경우 연중 운전으로 볼 때 7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열펌프 시스템으로 하면 연간 12개월 운전이 가능

해지고 대부분의 조선소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외기온도가 상

대적으로 높으며 동절기에도 열펌프 성적계수가 3이상으로 운전

이 가능하므로 냉동기 1kW 운전에 3kW 난방운전이 되므로 매우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Spot 

cooler의 경우 열펌프시스템으로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 

 

2.6 열펌프 데시칸트 사계절  유닛(NET)

신기술인증을 받은 사계절 외조기 유닛은 하절기에는 냉각제

습과 데시칸트제습을 하고, 동절기에는 열펌프로 난방을 하고 기

화식 가습기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 하였다. Fig. 4에서 

흐름도를 나타냈으며, Fig. 6은 외형사진이다.

2.7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



히 설명한다.

Fig. 6 Desiccant Heat Pump OAU Photo

2.8 기타 도장공장에서의 에너지절약

도장공장의 경우 동절기에는 외기온도가 낮아 도장건조 시간

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도장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

해 환기가 필요하지만 도장이 완료된 후에는 밀폐시스템으로 하

여 가온히터를 운전하는 것으로 많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건

조가 완료된 후에는 도장공장내 환기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

다.

냉각제습의 경우 응축기 폐열로 재열하는 것을 리커버리시스

템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

다.

3.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3.1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란

그린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는, 하절기에는 증발기에서는 

냉각제습을, 응축기 폐열로는 데시칸트재생공기를 이용하여, 데

시칸트제습을 함으로서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보다 에너지절약을 

40% 이상 하며, 동절기에는 열펌프를 이용하여 성적계수 3.0  

이상으로 연간 에너지절약이 용이한 시스템이다.

데시칸트제습기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1990년 제습냉방시스템

이 개발되었으며, 2000년경에는 저온재생 데시칸트로터가 개발

되어 재생온도 50∼60℃ 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공조용에 있

어서 데시칸트제습기는 기존형(1:3)은 제습량이 0.6kg/kW 이며 

데시칸트퍼지제습기(1:1:3)는 0.75kg/kw 정도이다.

하이브리드 열펌프제습기에 대한 흐름도를 Fig.5에 나타내었

으며  Fig. 7~8은 하이브리드 열펌프 외형도이다.

3.2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사양

Table 2에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사양에 대해 나타내며 

낸다.

Table 2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Specification *

Item Unit
Model 60Hz

GHPA-
10040

GHPA-
15060

Supply Air Volume. CMH 10,000 15,000

Pre Filter mm
25t, Polyester AFI 85%, 

Manometer

Heat

Pump

Indoor Fan kw 1.2 1.8

Cooling Cap. kw 116.4 174.6

Heating Cap. kw 130.4 163.0

Comp.Power kW 43.36 (30) 65.04 (45)

Condenser Fan kW 1.1 1.65

Refrigerants - R-407c / R-410a

Static Pressure(Inside) mmAq 80 (30) 80 (30)

Supply Fan Motor kW 11.0 15.0

React 

Fan 

Motor

fan motor kW 6.4 6.4

Rotor Type mm Eco dry G3-HH 200t

Heating Aux. Heater kw 60 90

Water Removal kg/h 146.0 217.8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2.47 2.56

Power Consumption - Summer
                   - Winter

kW
49.7
83.3

69.85
123.45

Operation  Power - Summer
                 -  Winter

kW
59.12
94.0

84.92
139.8

Size

Width mm 5,900 6,800

Depth mm 2,750 2,750

Height mm 2,500 3,400

 * Note : Summer Outside Air 25℃ DB, 80% RH

Fig. 7 15,000CMH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Fig. 8 10,000CMH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3.3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비교

Table 1에서는 도장공장용 외기공조기(OAU)에 대해서 비교표

를 작성하였으며, Table 2에는 하이브리드 열펌프 사양을 나타내



Item Unit
Desiccant 

Dehumidifier 
Unit(Purge)

Hybrid 
Dehumidifier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Supply Air 
Volume 

CMH 15,000 15,000 15,000

Cooling Cap.   kW 190.3 (100%) 173.8 174.6 (91.5%)

Rotor Size mm ∅1,525*200t ∅1,740*200t ∅1,740*200t

Comp. Ope. 
Power  

kW 51.7 57.1 65.04

React. 
Air Volume 

CMH 4,500 18,000 18,000

React.
Heater  

 kW ~150 condenser condenser

Refrigerants - R-134a R-134a R-407c

Outside Air - 25℃ DB 80% RH x 15.96g/kg'   15.71kcal/kg'

Supply Air -
30.2℃ DB
4.25g/kg'

28.1℃ DB
4.11g/kg'

26.2℃ DB
3.86g/kg'

Water Removal kg/h 210.8 213.3 217.8

Elec. Power   kW 235.1 (100%) 98.75 69.85(40%)

Ope. Power kW 232.88 99.1 84.92

Water Removal 
Efficiency 

kg/kW
%

0.91
(100)

2.15 
(236)

2.56 
(281)

Item Unit
Desiccant 

Dehumidifier 
Unit(Purge)

Hybrid 
Dehumidifier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Supply Air 

Volume 
CMH 15,000 15,000 15,000

Heating Cap.   kW 220.0 option
163.0 + 90.0

(253.0)

Aux. Heater kW - - 90.0

Rotor Size mm ∅1,525*200t ∅1,740*200t ∅1,740*200t

Comp. Ope. 

Power  
kW - - 65.04

Refrigerants - R-134a R-134a R-407c

Outdoor Air - 5.0 DB 70% RH x 3.77g/kg'  3.46kcal/kg'

Supply Air -
45.0℃ DB
3.77g/kg'

-
45.0℃ DB
3.77g/kg'

Elec. Power   kW 242.5 - 153.45

Ope. Power kW 238.0 - 169.8

었다. 

Table 3 에서는 데시칸트제습기 유닛과 하이브리드제습기, 하

이브리드 열펌프에 대해 여름운전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Table 4

에서는 겨울운전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mparison of Ship Painting Dehumidifier-Summer

Table 4 Comparison of Ship Painting Dehumidifier-Winter 

3.4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간이운전비 계산

Table 2 하이브리드 열펌프제습기 사양에 준하여 15,000CMH 

시작품을 제작 중에 있어 사진을 Fig. 9에 나타내었다. 

5월중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을 통해 난방운전, 냉방

운전, 제습운전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녹

색인증과 신제품인증을 획득할 예정에 있으므로, 5월~7월 사이

에 하절기에 대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운전비 계산은 산업용 전기요급 병에 해당하며 연간 기본요금

을 포함하여 67.0원/kWh로 계산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① 여름운전 가동일 7개월 210일 

   겨울운전 가동일 5개월 150일

② 부하율 70% 적용

③ 운전시간은 1일 24시간 50% 운전 

④ 여름평균부하 운전전력 기준 / 동절기 평균부하 기준

(1) 하이브리드 열펌프제습기 운전비 계산

 a. 여름철운전비 = 84.92kW×210일×24h×50%(운전율)×   

                        70%(부하율)×67.0원/kWh

                   = 10,036,520원/대․년 

  b. 겨울철운전비 = 169.8kW×150일×24h×50%(운전율)×  

                        70%(부하율)×67.0원/kWh

                   = 14,334,510원/대․년 

  c. 연간운전비 합계

        10,036,520원/대․여름 + 14,334,510원/대․겨울 

       = 24,370,030원/대․년 (51.2%)

(2)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운전비 계산

 a. 여름철운전비 = 232.88kW×210일×24h×50%(운전율)×  

                      70%(부하율)×67.0원/kWh

                   = 27,523,620원/대․여름

  b. 겨울철운전비 = 238.0kW×150일×24h×50%(운전율)×  

                       70%(부하율)×67.0원/kWh

                   = 20,091,960원/대․겨울

  c. 연간운전비 합계

        27,525,980원/대․여름 + 20,091,960원/대․겨울 

       = 47,615,580원/대․년 (100%)

(3) 하이브리드 열펌프제습기 연간 절감액

  절감액 = 47,615,580원/대․년-24,370,030원/대․년

         = 23,245,550원/대․년 (48.8%)

Fig. 9 Hybrid heat pump dehumidifier 15,000CMH Photo



4. 결 론

하이브리드 열펌프제습기와 기존의 데시칸트제습기와의 비교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여름평균 부하시의 제습능력은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217.8kg/h(103%) 이며,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210.8kg/h(100%)

로 하이브리드제습기가 제습능력이 3%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겨울철에 있어서는 가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상, 외기온도

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가온용량을 기존 220kW(100%)에

서 253kW(115%)로 15% 증가시켜 안전성을 더 하였다.

2) 여름평균부하시의 소비동력 비교는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

습기 84.92kW(36.5%),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232.88kw 

(100%)로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가 에너지절약을 63.5%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있어서 소비동력은 하이브리드 열

펌프 제습기 139.8kW(58.8%),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238.0kw(100%)로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가 에너지절약을 

41.2%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동력 대 제습성능을 여름 평균부하에서 비교하면 하이

브리드제습기는 2.56kg/kW(281%),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유닛

은 0.91kg/kW(100%)로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 성능이 2.81

배 우수하다.

4) 운전비는 연간운전시간에 영향을 받지만 여름철 210일(7개

월) 운전, 겨울철 150일(5개월) 운전, 부하율 70%, 운전율 50% 

일 때,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가 연간 23,245,550원을 절감

하여 기존 데시칸트제습기 대비 48.8%를 절감한다.

5) 도장공장용 하이브리드 열펌프 제습기는 고정형 장비이며, 

대체냉매에 대해서는 프레온 22와 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R-407c와 R-410a는 비공비 혼합냉매로 누설시 전량배출하고 

새로 냉매를 충천해야 하므로 환경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하나, 고정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으며, 열펌프 

메이커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6) 시작품을 제작하여 성능실험을 통해 상기 설계 값들과 차

이점을 찾아내고 개선점과 녹색인증을 추진하는 일이 남아 있다.

후 기

본고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인 “응축기 폐열이용 

선박도장 하이브리드 제습기 개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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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구조물의 수명주기 내 

유지보수 정보 수집을 위한 PEID 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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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은정(인하대학교 BK21사업단)

요 약

조선해양 구조물은 선박 건조회사, 선주사, 유지보수 시행사 들이 각각 제품 설계, 운영,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소에서 건

조되는 선박제품은 생산 공정에서 선급의 품질 검사를 거쳐 선주사에 인도된다. 선박해양 제품은 선주사가 직접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지만, 선급의 정기 검사 및 재입거(re-docking)와 같은 절차를 통해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선박의 검사 또는 

재입거는 통상 건조된 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에서 수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영,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제품수명주기 중 중기(MOL: Middle of Life)단계에 해당된다. 제품수명주기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은 

설계/생산 단계의 제품 정보,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설계/생산 주

체인 조선소가 아닌 선주사 및 선급이 수행하는 유지보수, 검사 정보를 위해서는 자산수명주기관리(ALM: Asset Lifecycle Management)

또는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과 같은 형태의 제품주명주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박의 유지보수 및 운

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정기검사 또는 부품교체, 수리작업이 필요하다. 유지보수 운영기법으로는 예방보수(Preventive maintenance), 

예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그리고 조건기반보수(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와 같은 신뢰성공학 기반의 유지보수 작

업이 필요하다. 특히, CBM 및 예지보수를 위해서는 주요 관리 대상 부품 또는 시스템의 상태 정보 추출을 위한 센서와 그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MOL 단계에 있는 선박해양제품의 유지 보수 및 수명주기관리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PEID (Product Embedded Information Device)의 기능과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한 예제를 제시하

였다. 또한, PEID와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자산형 제품수명주기관리 (PALM: Product Asse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CBM 및 예지보수에 필요한 정보 추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일반적으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시스템은 제품의 설계 및 

생산 정보를 위주로 관리하며, 협업 설계 및 설계 변경관리, 자

재목록 관리등과 같은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한

다 (Lee, et al. 2010). 원론적인 관점에서 PLM 시스템은 제품의 

설계, 유지보수, 운영, 폐기단계에 이르는 모든 수명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설

계/생산과 유지보수/운영 및 폐기 단계의 제품정보활용 절차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생산 단계인 초기수명단계(BOL: 

Begin of life)와 유지보수단계(MOL) 및 폐기단계(EOL: End of 

life)의 PLM시스템은 구별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MOL 및 

EOL 단계에서는 제품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신뢰성 정보 및 수

리 교체, 예방보수, 예지보수, 조건기반 보수 등과 같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명주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의 

수명주기관리 시스템은 ALM, CMMS, e-Maintenance,  

EAM(Enterprise Asset Management)와 같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활용된다.  

선박해양구조물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에 더 많

은 비용이 필요하다(Kim, et al. 2010). 유지보수단계에  해양구

조물의 고장을 예방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폐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운용유지보수 단계의 PLM이 필요로 

하고 있다(Chang, et al. 2008). 대량 소비재 제품의 경우도 유

지보수 및 재활용, 폐기 정보를 위한 PLM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제품 개발자 관점의 제품 수명 주기 정보뿐만 아니

라 유지보수, 폐기, 재활용을 포함하는 정보관리 기술에 대한 요

구가 증가되고 있다(Kim, et al. 2010)(Jun, et al. 2007). 그러나 

제품의 유지 보수 단계의 수명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PLM 시스템

은 각 부품 및 장비의 유지 보수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상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 특히, 예방보수

나 예지보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조건기반유지보수(CBM) 기법은 각 시스템 

또는 장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정보 수집을 위해 Sensor network system (SNS) 및 

PEID(Product Embedded Information Device) 형태의  능동형 

센서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Ju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MOL 단계의 선박제품의 CBM 기법 및 PLM 시

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센서와 무선통신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

러로 구성된 PEID(Product Embedded Information Device)를 게

발하고자 한다. 관리 대상 시스템 및 부품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

능 및 제품정보축적이 가능한 능동형 센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안하고, PLM 시스템과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사례

일반적으로 예비보수 및 예방 보수, 신뢰성 공학  기반의 제품

수명주기 정보 관리 시스템은 ALM, CMMS, EAM  등으로 불리

고 있다. 한편 CBM 또는 e-maintenance 개념의 수명주기관리 

기법 및 프레임워크(framework) 개발과 관련된 사례료는 

"PROMISE"(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nd Information 

tracking using Smart Embedded systems)(Jun, et al. 2007) 프

로젝트, MIMOSA (Machinery Information Management Open 

System Alliance)의 System, 그리고 OSA/CBM (Open System 

Architecture for CBM) 방법론을 Standard로 규정한 ISO 1451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알려져 있다. MIMOSA에서는 CRIS 

(Common Relational Information Schema)라는 스키마를 제공함

으로써 제품의 재산관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한다(Muller, 

et al., 2008).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CBM 기법의 유지

보수 시스템인 ICAS (Integrated Condition Assessment System)

은 함정유지보수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미해군의 시스템으로 센

서 데이터 축적, History 데이터 관리, 고장 진단, 원격 유지보수 

기능을 갖춘 사례이다. ICAS의 시스템 운영이 되기 위해선 LAN 

기반의 통신 구성이 구성되어야 하며 각종 센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Work Station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다. TELMA, 

PROMISE, MARCON, MOMOSA 등은 CBM 기반의 유지보수 관

리 시스템의 표준 또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PLM, ALM, CMMS을 포함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PROMIS 및 ICCAS 시스템은 PEID(Product Embedded 

Information Device)를 결합한  유지보수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Jun, et al. 2007). PROMISE프로젝트에서는 제품의 유지

보수 정보를 PEID를 통해 획득, PDKM(Product Data and 

knowledge Management)의 System기능,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DSS(Decision Support System)를 포함하고 있다(Jun, et al. 

2007)(Park, et al. 2005). PEID는 RFID 기술 및 Sensor 

Networking System 등과 결합되어 개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

다. Xiaoyu은 IDU(Intelligent Data Unit)라는 개체가 삽입된 제품

을 “Intelligent Product”라고 정의하였다(Xiaoyu, et al. 2009). 

이러한 모델을 통해 각 제품은 프로그램에 의해 이용되는 

Service enabler와 함께 Lifecycle data transmission 역할을 수

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Product lifecycle data를 제품 설계생산 시 규

정하는 Static data와 제품이 유통된 뒤부터 얻어지는 Dynamic 

data로 분류하였다. 특히, dynamic data는  PEDI 또는 IDU와 같

은 SNS를 통해 얻어진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CBM 기능이 가능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BM 기반의 제품

의 유지보수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PEID의 설계 및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박의 MOL 단계에서 생성되는 유

지보수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PEID 를 Prototype으로 



구현하였으며,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능정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센서를 포

함한 RFID, Zigbee와 같은 무선통신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자 

한다.

3. PEID System Architecture

3.1 PALM System Framework

PROMISE 및 ELIMA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PEID는 RFID 센

서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러나, RFID는 인식 거리가 짧고, 

인식 가능성이 낮고, 정보 저장 량에 있어서 작은 단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의 관리에 필요한 센서 네트워크 구성이 어

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동적인 기능을 벗어나서 능동적인 

기능을 갖추고,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센서 노드를 고안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PEID는 MCU(Micro computer 

unit), Zigbee 및 RFID 무선통신장치 (Wireless Communication 

unit), 그리고 특정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한 센서가 결합된 요소

(Component)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CBM, CMMS 등과 

같이 결합이 가능하도록 sensor 정보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사례를 동시에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Fig. 1은 PEID를 포함한 

수명주기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1. Hardware Tier:  MCU를 포함한 PEID Sensor 

2. Data Tier: 관리 시스템의 상태 및 제품 정보

3. System Application Tier: PLM, ALM 등 제품 관리 시스템

4. Communication Tier: Zigbee, RFID 등 SNS

Fig. 1 PALM System framework

각각의 PEID를 관리하는 PALM System이 구동되는 PALM 

Server가 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각각의 PEID는 MCU(Micro Computer Unit)와 서로 통

신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제공되는 실제 데

이터 값은  PALM Server로 보내어진다. Data Tier는 PEID에서 

획득한 실시간 제품 상태 Data를 제품의 초기 설정 값인 Static 

Data와 구동 후 PEID의 센서부에서 얻어지는 Real time 

sensing data로 구성된다. Decision Support System Data는 

Static Data와 Real time Sensing data의 데이터를 집합 후 가

공 처리되는 또 다른 정보를 저장하는 Data로써 제품의 유지, 

폐기, 재활용의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Decision 

support system은 CBM, 예지 보수 등에 필요성 및 계획 시스

템의 기능도 담당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Data는 제품 디

자이너에게 Feedback 해줌으로서 차기 제품설계의 개선사항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 서 Data tier의 구성을 바탕으

로 System Application Tier에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Static data와 Real time Sensing data의 PALM Server와 통신

을 위한 Communication Tier에선 상호 교류할 Data의 목록, 전

송방식, 통신규약방식, 보안코드 등을 다룬다. 4가지 System 

Framework Tier의 데이터 이동에서 PEID는 Data Tier의 

Realtime Sensing Data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구성원

이며, PALM Server와 통신을 가능케 하는 통신 매개체의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PALM 시스템은 제품 및 자산 

정보를 관리하는 MOL 단계의 수명주기정보 관리시스템으로 가

정하였다.

3.2 PALM System Data flow

본 절에서는 PEID와 PALM 서버의 통신 방법에 대하여 요

약하고자 한다.  Fig. 2의 그림과 같이 PALM Server에 저장되

는 Product Lifecycle data는 각각의 PALM Server에 시간순서

정렬대로 저장되며, 중첩되는 데이터는 정기적인 기간으로 삭제

되며 History data를 생성한다. 운영을 관장하는 Operation 

side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제공해주는 

Vendor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지며 접근권

한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제품의 유지보수의 실시간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을 둔다.

Fig. 2 Product lifecycle data Relationship in PALM System



만약 PALM Server에 제품의 운영에 관한 이상신호가 발생될 

경우 이 이상 신호는 데이터로 변환되어 PALM Server에서 이 상

황에 대한 Manual, 진단을 하고 이 정보는 이상신호에 관련한 제

품을 제공한 Vendor에게 바로 전송된다. Vendor에서는 이상신호

에 관련된 업무수행자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

록 관리하며 신속 정확한 정보의 공유로 제품의 운영정지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조선소에서 인도받은 선박해양 구조물은 선주

사가 운행한다. 구조물에 장착된 PEID는 시스템을 통해 얻어지

는 실시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이 

제품을 공급했던 공급자에게 이상유무와 자기진단 정보를 보낼 

수 있다.

 Fig. 3에서 보인 것과 같이 센서에서 얻어지는 실시간 값을 

PEID내의 MCU와 통신할 수 있도록 변환 시키고 이 값은 제품의 

생명주기와 재산을 관리하는 PALM System 그리고 PEID에 부착

된 제품을 관리, 감시하는 작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루트

를 가지고 있다.

Fig. 3 PEID Data flow diagram

 

4. PEID Component Architecture

4.1 PEID의 구성 정의

PEID는 PLM System에 제품으로부터 얻어지는 정확한 상황데

이터를 획득함으로써, 제품의 현 상태와 PLM System의 제품의 

대한 데이터 값을 일치 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0). Jun은 

PEID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Closed-loop PLM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으며 Closed loop PLM

의 개념은 Fig. 4와 같다(Jun, et al. 2007).

Fig. 4 Closed loop PLM Concept

각 PEID에 장착된 Sensor Component는 장치의 현재 수행 값

을 ADC Component를 통해 Digital Signal로 변환하고 변환된 값

을 MCU에서 처리한다. MCU에서 받은 ADC값은 각 해당 되는 

PALM System에서 제어하는 제품 정보로 보내진다. ADC 값을 

재가공하여 품목들을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System 제어한다. 두 

개의 무선통신 컴포넌트는 정해진 Protocol 규격에 의해 일치되

는 통신을 연결해준다. 데이터를 System으로 전송하는 컴포넌트

와 PDA Agent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또는 판독할 수 있는 통신 

컴포넌트로 구성한다. 정보의 가공, 편집은 MCU의 명령에 의해 

저장되고 명령에 의해 수행된 데이터는 Product life cycle data

로 정의한다. Fig. 5는 PEID의 구성을 도식화한 Component 

Diagram이다.

Fig. 5 PEID Component diagram

4.2 PEID 구성의 기능

4.2.1 MCU (Micro computer Unit)

MCU는 PEID의 명령수행을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이다. PEID의 구성에 적합한 MCU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Signal 신뢰성이 좋을 것.

2. 내구성이 견고할 것.

3. 전압 구성이 5V~12V일 것.



4.  Memory 기능이 우수할 것.

대표적인 MCU로써, ATmel사에서 개발된 ATmega128은 다양

한 응용회로를 이용해 동작을 명령하는 CPU이다. 실시간 위치 

피드백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며 다양한 컨트롤시스템을 통해 널

리 이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메모리와 내부 데이터 메모리를 액

세스하기 위한 버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하버드 구조(Harvard 

Achitecture)와 파이프라인 처리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언어 기술을 적용하여 

빠른 명령 처리가 가능하다. MCU는 PEID의 구성 내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전달함으로써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명령

어 체제, 통신장비제어, 기억저장명령을 수행한다.

4.2.2 Sensor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읽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변환장치이다. 종류로는 광센서, 온도센서, 가스센서, 

압력센서 등 아날로그 세계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값을 전기신

호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종류로 구성되어있다. PEID의 구성원으

로서의 센서 역시 상위 같은 기능을 가진다. PEID를 부착한 제품

에서 발생되는 온도, 가스, 압력 등 가지고자 하는 모든 신호 값

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센서와 함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의 센서 값은 무선통신모듈을 통해 

PALM SYSTEM에서 확인 가능하다. 

4.2.3 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4.1절의 구성 정의에서처럼 PEID는 두 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통신모듈을 갖는다. 

1. PALM Server와의 통신

2. 유지보수 작업자와의 통신

Fig. 6는 통신이 되어야 하는 통신모듈의 관계를 도식화 한 그

림이다.

Fig. 6 Wireless communication relationship diagram

 PALM Server와 관계하는 PEID의 통신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

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1. 센서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데이터 값

2. 센서 값의 변위 감지 정보 

3. 이상신호, 경고신호 값

4. 데이터 축적시간 정보

PEID와 유지보수를 작업하는 담당자와의 통신을 통해서 아래

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1. 부착된 Item에 대한 초기 속성정보

2. 고장 시 고장 상황 정보 전달

3. 운행 시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전달

4. 부착된 Item의 예방정비 정보 전달

작업 정비자는 통신모듈을 통해 얻은 정보로 정비, 관리 작업

을 수행한 뒤 이 정보를 mobile telecommunication, Wi-Fi같은 

통신기술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후속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 작업 정보 전달

2. 고장 시 고장 상황에 대한 조치 후 확인 전달

3. 운행 시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의 일치 확인 전달

4. 기타 이상, 비고 등을 제품을 관리하는 Main Server에 전달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 값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선박해양구조물 내에 부착된 PEID는 별도의 추가 장비 없

이 원격으로 PEID에서 보내지는 실시간 정보 값을 받을 수 있으

며, PEID로부터 정보를 수신 받는 PALM server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제공되는 실시간 데이터 값 축적

2. 변위 감지에 따른 실시간 상황정보 확인

3. 축적시간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 목록 산출

4. 신호의 이상 유무 판단정보를 통한 고장 진단

5. 고장 진단에 따른 작업자 투입 요청

6. 이상 상태의 신속한 정보 확인

PEID를 통해 얻어지는 Sensor의 Data는 초기에 설정된 Static 

Data와 함께 하나의 Item에 대한 속성정보로 분류된다. 초기 설

정 데이터와 실제로 얻어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합치면 실제 

PEID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Product Lifecycle Data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Fig. 7 Product Lifecycle Data Diagram

5. PEID Prototype

 PEID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Prototype을 제작하였

다. Prototype의 MCU 모듈은 ATmega128을 사용하였고 통신모

듈로서는 Zigbee와 RFID를 사용하였다. Zigbee는 RF 주파수를 

이용한 저전력 형 무선 통신 모듈로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를 통

해 얻어지는 실시간 데이터 값을 PALM Server에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Zigbee는 저전력, 저가격이란 장점을 지닌 무선통신 

방식으로 무선 리모콘, 무선 조명제어, 컴퓨터에서 무선 키보드 

및 무선 마우스, 홈 오토메이션, 재고관리, 무선 네트워크 등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IEEE 802.15.4 작업분과 위원회에서 표

준화된 PHY/MAC층을 기반으로 상위 Protocol 및 Application을 

규격화 하였다. 이 때문에, 근거리 무선 개인 통신망(PAN)으로도 

이용해도 될 만큼 추가 확장이 간단한 특징을 갖고 있다. RF 주

파수를 이용한 또 다른 통신모듈인 RFID는 근거리에 있는 작업

자의 정보를 Gathering 또는 수정할 수 있는 통신모듈로 설정하

였다(George, et al. 2007). Prototype Sensor로는 온도를 계측

할 수 있는 온도센서를 구성하였다. 온도 센서로는 SHT11 모델

을 사용하였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도센서모듈로 사용

하였다. 실시간 온도 값 읽기 전환 기능이 지원되므로 오차 값 

산정이 가능하며 또한 데이터를 읽는 속도조정도 300ms부터 가

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전원부는 일반 직류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구현하였다.

Fig. 8 PEID Prototype Composition diagram

5.1 PEID Prototype Configuration

5.1.1 Display 구성부

30도 이하 일 때는 LED가 노랑색, 이상일 때는 이상이 있다는 

빨간색이 들어오도록 명령하였고, LCD에서는 실시간 온도 값이 

계속해서 출력되도록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신 모드의 경우는 주

기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각 한 번씩 데이터를 받을 경우, 

500ms에서 프로토콜이 0x10, 0x42, 0x01, 0x02를 보내주면 온

도센서에서 Response가 들어온다. 16비트의 데이터 수신 중 4, 

5번의 데이터에서 온도 값이 산출된다.

5.1.2 온도센서 구성부

온도센서는  ATmega계열 ATTINY 85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칩과 ATmega128와의 UART 통신을 통해서 온도 값을 전송

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온도센서는 500ms마다 신호를 보내고 

RFID도 타이머 설정을 하여 카드는 들어오는 값을 받을 때마다 

보내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Request 명령어는 타이머 인터럽

트를 설정을 하지 않으면 명령 수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Request 명령어는 While 문에서 같이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9 PEID　Prototype Device

5.1.3 Zigbee 통신부

호스트에서는 모든 유닛들이 5바이트씩 명령어를 보내주고 있

다. 1,4,5번 데이터는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1번은 헤더, 

2,3번이 데이터, 4,5번은 END값을 사용한다. END값 설정에 따

라 통신의 안정성이 더욱 향상된다. 2번은 각각의 유닛들의 넘

버, UART통신의 2번은 유닛의 번호, 3번째 데이터가 온도 값과 

RFID 값이 된다.

Fig.10 Zigbee Network Protocol

5.1.4 RFID 통신부

Request의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무한대로 될 때마다 읽도

록 조정하였다. 데이터가 12개가 형성되며 그 중 헤더가 0x0C 

이다. 각 각 카드의 고유 값을 받고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 2번을 

선택해서  값이 130인지 150값인지 확인한다. 150값을 RFID 1

번으로 설정, 130값을 RFID 2번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 카드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호스트로 넘겨주면 Zigbee와 RFID의 호환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방식은 폴림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무

한 루프에 값을 넣어 요청하는 식으로 제작하였다. 주기는 

500ms의 딜레이함수를 통해 사용하였다.

Fig. 11 Prototype Apperance

Fig. 12 Prototype Operation

5.2 PEID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MFC환경 상위 언급한 데이터 5개를 사용하여 화면에 모니터

링 할 수 있게 구현하였다. 통신 속도는 115200bps로 설정하였

다. RFID의 신호는 Reader기를 통해 입력 된 값을 바로 Zigbee 

Host를 통해 MFC 환경 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하다. 추가적인 

RFID는 Tag의 확장을 가능 하도록 설정하였으며 Tag 입력 뒤에 

추가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ig. 13 PEID Management GUI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영역의 제품사용자들의 요구사

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품 수명주기 정보 관리시스템 

PALM(Product & Asset Lifecycle Management) System에서 선

박해양구조물의 실시간 정보를 획득하고 전송해 주는 능동형 

PEID Architecture를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EID Architecture를 통해 PEID가 PALM System의 영역

에서 갖춰져야 할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2.  유지보수 정보들을 획득하고 관리하기 위한 PEID를 실제 

무선통신, MCU, Sensor로 제작하여 Prototype 모델에 적용시켜 

보았다.

3.  PEID를 통해 획득되는 MRO 데이터들을 실제 측정함으로

써 선박해양 구조물의 실제 제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4.  이를 통해, 선박해양 구조물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PEID의 구성, 기능을 정의하였고, 조선산업에 맞는 PALM 

System의 한 부분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함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재 본 연구는 MFC-DB 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

며 CBM,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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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외판 변형이 수상함 RCS에 미치는 영향 고찰

김국현(동명대학교), 조대승(부산대학교)

요 약

Today, radar cross section(RCS) reduction is a crucial design issue to improve the warship's survivability in terms of not only 

low observablity of the platform but also efficiency of on-board sensors and jamming devices against enemy threat. In general, a 

numerical models are generated in order to quantitatively assess RCS in design stage, in which hull surfaces are modeled with flat 

plate. However, in practice, hull surfaces are permanently deformed by various kinds of loads such as winds and ocean waves 

faced during operations and may influence RCS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impact on RCS of these permanent deformation 

of hull surface is numerically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RCS calculations for simple shaped structures such as single plates 

and dihedrals, with some extent of permanent deformation, are carried out and their results are compared with corresponding 

models without permanent deform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permanent deformation of hull surface highly influences RCS 

characteristics of warships, therefore the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CS analysis. 

  

※ Keywords; Radar Cross Section(RCS), Permanent Deformation, RCS Analysis. Numerical Model.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수상함의 RCS(radar cross section)특성은 탐지레이더, 레이

더장착 대함미사일 등과 같은 적 위협세력에 대해 생존성을 확보

하기 위한 주요 설계인자이다. 따라서 수상함 설계단계에서 RCS

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형상화

(shaping), 차폐(shielding), 전파흡수체 적용(applying radar 

absorbing material) 등의 다양한 감소대책이 적용되고 있다(Park 

et al., 2006, Kim et al., 2007). 

설계단계에서의 수상함 RCS 평가는 물리광학법, 기하광학법 

등과 같은 고주파수 해석기법(Kim et al. 2005)을 기반으로 하는 

전용 S/W에 의존하고 있다. 수치해석모델의 정확도는 RCS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함의 외형 자료와 배치특성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자세히 수

치해석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나치게 자세히 수치해석모델을 작성할 경우, RCS 해석을 위한 

연산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수치오차 누적으로 인한 

해석결과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RCS에 미치는 영향이 적

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모델링이 용이하지 않은 미소형상(micro- 

geometry)들은 수치해석모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Fig. 1

에 보인 바와 같이 선체 외판은 영구변형(permanent 

deformation)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한 평면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1 Example of numerical model for RCS analysis

한편, 선체외판 영구변형은 강 또는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수상함에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조 시 발생하

는 용접 열, 함 운용 시 발생하는 풍압 및 파랑 하중 등에 기인한

다. 선체외판에 발생한 영구변형은 RC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해군에서는 2009년 취역한 75m급 코르벳 

함정에 대해 기존에 사용해 오던 강과 알루미늄 대신 카본강화섬

유(CRP; carbon reinforced plastic)를 선체재료로 사용한 바 있

다. 이는 선체외판의 평활도를 개선시켜 대상함 전체 RCS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soum 2003). 한편, 

Asada(2003)는 실적함에 대한 영구변형 실측을 통해 선체외판

의 영구변형 형태를 분석하고 각각의 변형형태에 따른 RCS 해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영구변형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와 비

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안 문제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함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에 따른 RCS 특성

을 수치해석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실적선 외형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선체외판 영구변형의 유형을 분류한다. 또한, 선체외판

의 영구변형을 고려한 수치해석모델을 작성하고 Kim et al. 

(2005)이 제안한 고주파수 해석기법을 이용해 RCS 해석을 수행

한다. 

2. 선체외판 변형을 고려한 RCS 해석

2.1 RCS 해석이론

본 연구에서는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이 RCS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수치해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수상함과 같은 대형 복합구

조물의 RCS 해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물리광학법 기반

의 고주파수 해석이론을 적용한다.  

Fig. 2 Target and radar on cartesian coordinate system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임의의 표적이 -직교좌표계 상

에 있고 그 원점으로부터 무한한 거리에 레이더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대상 표적에 대한 RCS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Knott 

et al. 1993).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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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레이더와 표적간의 이격거리를 나타내며, 

와 



는 입사 및 산란 전기장 벡터를 의미한다. 

이 때, 산란 전기장 벡터 

는 식 (2)의 간략화된 Stratton- 

Chu 적분방정식(simplified Stratton-Chu integral equation)을 이

용해 구할 수 있다(Knott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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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단위허수(= ), 는 파수(wavenumber,), 

는 각주파수, 는 광속을 각각 나타내며, 은 표적면 에 대



한 단위 법선벡터, 와 는 전자기파의 입사 및 산란방향을 나

타내는 단위 벡터, 와 는 표적면 상에 유기된 전기장과 자기

장 벡터, 은 표적면상 임의 점의 위치벡터이다. 또한, 는 매질 

임피던스이다.

한편, 표적의 크기가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충분히 클 경우, 

Kirchhoff 근사이론을 식 (2)에 적용하고 식 (1)에 대입하면 RCS

는 식 (3)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 


 (3)

여기서, ′′′ 는 표적면 임의 점에 대한 좌표값이다.

(a) Destroyer(HDMS Absanlon, Danish navy)

(b) Patrol ship(Chamsoori 228, Korean navy)

Fig. 3 Permanent deformation type of the hull plate 

2.2 선체외판 영구변형을 고려한 RCS 해석

선체외판 영구변형이 수상함 RCS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적함정 자료를 바탕으로 영구변형의 유

형을 분석한다. 

Fig. 3은 선체외판에 영구변형이 발생한 실적함의 외형사진이

다. Fig. 3(a)는 2007년에 취역된 덴마크 해군의 최신예 전투함 

HDMS Absalon 함교부에 발생한 영구변형이며, Fig 1(b)는 퇴역 

이후 창원문성대학 내에 실습용으로 전시되고 있는 참수리급 고

속정 228호의 함미부 우현에 발생한 영구변형이다. 취역 또는 퇴

역 연도를 고려할 때, 전자의 경우 건조 시 용접 열에 의한 영구

변형으로, 후자의 경우 운용 시 풍압 또는 파랑하중, 정박하중에 

의한 영구변형으로 사료된다.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의 유형은 선

체외판을 지지하는 종보강재와 횡보강재 간격을 기준으로 요형

(concave type) 또는 철형(convex type)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체외판의 영구변형 형태에 따른 RCS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선체외판이 영구변형 형태를 참고하여 다양한 형

태를 갖는 단일판(single plate), 동일 크기의 단일판으로 구성되

는 이중반사구조(dihedral) 등으로 구분하여 수치해석 모델을 작

성하고 RCS해석을 수행한다. 

(a) 4-edge simply-supported (SSSS)

(b) 4-edge fixed (FFFF)

Fig. 4 Numerical models of single plate 



3. 수치해석 및 고찰

RCS 해석은 단일판과 이중반사구조를 구분하여 수행한다. 수

치해석모델을 구성하는 단일판의 크기는 일반적인 선체외판의 

횡보강재 및 종보강재 간격을 고려하여 600mm x 2400mm로 설

정하고, 그 형상은 4면 단순지지(SSSS) 또는 4면 고정지지

(FFFF) 직사각형 평판에 대한 1차 고유진동 모드형상(Leissa, 

1969)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CS 해석 주파수는 수상함의 주요 위협세력이 운용하는 레이

더특성을 고려해 10GHz로 설정하고, 방위각은 Fig. 2의 y축을 

회전축으로 하는 zx-평면에 대해 -90도 또는 0도에서 90도까지 

0.1도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3.1 단일판

단일판에 대한 수치해석은 그 중심에서의 최대변형량이, 선체 

내부방향을 양(+)으로 했을 때, -100mm에서 100mm까지 

20mm간격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수행하였다. Fig. 4는 최

대변형량이 100mm인 단일판에 대한 수치해석모델을 예시한 것

이며, Fig. 5는 이에 대한 RCS 해석결과를 4면 지지조건(SSSS 

또는 FFFF)별로 구분하여 변형이 없는 단일평판에 대한 해석결

과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SSSS의 경우, 영구변형에 의해 단일

평판에 대해 나타나지 않는 피크들이 방위각 약 ±7도에서 발생

하며, ±20도 구간 전반에서 RCS 증가한다. 또한, FFFF의 경우, 

추가적인 피크들이 발생하지 않지만, SSS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도 구간 전반에서 RCS 증가한다. 

힌편, Fig. 6은 단일판의 최대변형량 변화에 따른 평균 RCS의 

증가효과를 도시한 것으로, 최대변형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RCS 

증가 효과는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면 지지조건이 SSSS인 

경우가 FFFF인 경우보다 그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선

체외판의 영구변형량뿐 아니라 변형의 형태에 따라 RCS 특성이 

크게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이중반사구조

이중반사구조에 대한 수치해석모델은 Fig. 7에 보인 바와 같

다. 단일판의 최대변형량은 +100mm (concave)와 -100mm

(convex)이며, 2개의 단일판들이 이루는 각은 90도(수직이중반

사구조; orthodonal dihedral)와 100도(경사이중반사구조; open 

dihedral)이다. 이 때 단일판의 4면 지지조건은 SSSS로 가정하였

다. 

Fig. 8과 Fig. 9는 이중반사구조들에 대한 RCS 해석결과(VV-

편파)를 변형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수직이중반사구조의 경우, RCS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경사이중반사구조의 경우, RCS값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Table 1은 영구변형에 따른 이중반사구조의 RCS 증감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직이중반사구조와 경사이중반

사구조에 대한 RCS 해석결과에 평균을 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a) 4-edge simply-supported (SSSS)

(b) 4-edge fixed (FFFF)

Fig. 5 RCS patterns of plate model(600mm x 2400mm)

Fig. 6 Increase of averaged RCS compared with no 

deformed plate model

Fig. 7 Deformed dihedral models



(a) Convex orthogonal dihedral

(b) Concave orthogonal dihedral

Fig. 8 RCS pattern of deformed dihedral models

(a) Convex open dihedral

(b) Concave open dihedral

Fig. 9 RCS pattern of deformed open dihedral models

Table 1 Averaged RCS in dBsm of dihedral models

Model Name
Polarization

VV HH

Orthogonal dihedral(non-deformed) 39.93 39.94

Convex orthogonal dihedral 11.05 11.12

Concave orthogonal dihedral 16.67 16.94

Open dihedral(non-deformed)  7.43  7.76

Convex open dihedral  9.21 10.19

Concave open dihedral  7.94  8.29

 

수직이중반사구조의 경우 100mm 영구변형에 의한 RCS는 최

소 23.00dBsm 에서 최대 28.88dBsm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수상함에 있는 수직이중반사구조를 변형 없이 모델

링할 경우, 수상함 전체 RCS 값이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사이중반사구조의 경우, 100mm 영구변형에 

의한 RCS특성 변화는 최소 0.51dBsm 에서 최대 2.43dBsm까

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상함 RCS 감소를 위해 수

직이중반사구조에 일정 경사각을 적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감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이 수상함 RCS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

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실적함정의 외형사진자료를 바

탕으로 영구변형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형상과 배치특성을 고려

해 단일판과 이중반사구조에 대한 수치해석모델을 작성하였으며, 

물리광학법 기반의 RCS 해석이론을 이용해 각각의 수치해석모

델에 대한 RCS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은 종보강재와 횡보강재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2) 선체외판의 영구변형에 따라 RCS는 증가하며, 그 증가량

은 변형의 양과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수직이중반사구조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RCS는 크게 

낮아지는 반면, 경사이중반사구조에 영구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RCS는 다소 증가한다. 따라서 수직이중반사구조에 대한 RCS 평

가와 형상화를 통한 RCS 감소설계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수상함 RCS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모델 작성 시 선체외판

의 영구변형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자료 미비로 선체외판 영구변형의 형태가 

직사각형 평판의 1차 고유진동모드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따라

서 실적함정 선체외판 영구변형의 실측을 통한 RCS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수상함의 선체외판 변형이 수상함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는 수상

함의 건조 중 또는 운용 중 발생하는 선체외판의 영구변형량에 

대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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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 기법 연구

정성엽, 이춘주, 천은지(한국해양연구원)

요 약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저온환경(low temperature environment) 속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상부구조물(superstructure) 

또는 갑판장비(deck machinery) 등에 착빙(icing)이 발생하게 되므로 선박의 건조과정에서는 방한기술(winterization technique)

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갑판 외부에 설치된 풍우밀(weather-tight) 문의 경우 착빙이 발생하게 되면 작동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승조원들의 이동성 및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 시공에 따른 저온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다양한 온도조건(5℃, -10℃, -20℃, -30℃, -40℃)에서 수행되었으며, 시험과정동안 대기온

도와 시편 온도, 전류, 열선온도 등이 계측되었다. 아울러, 본 시험을 통해 열선의 시공방법에 따른 풍우밀 문의 저온성능을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선에 적용 가능한 시공기준안을 도출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빙해선박의 경우 빙해역의 저온환경(low 

temperature environment) 속에서 안전운항 및 작업이 가능하도

록 결빙방지(anti-icing) 설계와 해빙(de-icing) 설계기술이 새롭

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미국

선급(ABS), 노르웨이선급(DNV), 영국선급(Lloyd's Register), 러

시아선급(RMRS) 등에서는 방한기술 부호(winterization notation)

를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한기술은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로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선박의 안전운항 및 

저온 환경에서 기자재 및 긴급 ․ 구난 장비 등의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Jeong, et al., 2011).

빙해선박의 북극해 운항 시 대기온도 및 선박에 대한 상대풍

속, 수온과 같은 여러 성분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선박기자재 및 

상부 구조물에서 착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극지환경에서 

상부 구조물의 착빙에 따른 빙해선박의 안전성 확보 대책과 함께 

빙해선박에 탑재되는 의장품들은 북극해의 저온상태에서 결빙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Lloyd's 

Maritime Academy, 2009). 

최근 스웨덴 Stena사로부터 수주된 극지용 시추선(Ice class 

drill ship)의 경우 갑판통로(walkway)와 루버(Louver) 등에 열선

을 이용한 결빙방지 시공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난간, PV 

valve, Air vent head 등의 선박기자재에 대한 저온성능 평가시험

이 수행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내빙선박용 풍우밀

(weather-tight) 문에 착빙을 발생시키고 결빙(freezing)과정을 통

해 저온상태에서 작동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Jeo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내빙선박용 풍우밀(weather-tight) 문에 대한 

결빙방지 기법 개발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

소(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빙해수조(Ice model basin)의 부속시설인 저온 콜드룸(Low 

temperature cold room) 시설을 활용해 결빙방지 시공법에 따른 

저온 성능평가(low temperature performance evaluation)를 수행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온도조건에서 시공법에 대한 저온성능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 시공기준안을 

도출하였다.   

2. 내빙선박용 풍우밀(weather-tight) 

문의 결빙방지 시공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기자재들은 저온 및 착빙, 적

설(snow), 결빙 등의 혹한환경 속에서 원활한 기계적ㆍ재료적 특

성을 확보해야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박기자재의 방한기술

은 각 선급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북극권에 인접한 국

가들이 이와 관련된 결빙방지 시공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빙해선박에 탑재되는 기자

재에 대한 결빙방지 기술 및 저온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빙방지 기술은 열선(heating 

cable)을 이용한 시공법으로서 갑판에 노출되는 장비에 열선시공

을 통해 저온상태에서 결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

지만 열선시공의 경우 선박의 발전기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과도한 열선시공 보다는 열선의 최적용량 산정 및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선박기자재 업

체의 경우 일부 저온 챔버(low temperature chamber)시설을 이

용해 특정온도에서 기자재에 대한 저온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

지만 국외 선주들은 전문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의 성능평

가를 통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에서는 

저온성능 평가 시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Fig. 1은 대기온도가 -20℃ 인 경우 물보라(sea spray)에 의

해 착빙이 발생하는 현상을 저온 콜드룸에서 구현한 것이다. 실

제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시 대기온도가 해수(seawater)의 

결빙온도(약 -2℃)보다 낮은 경우에 대기 중의 수분 또는 물보라

에 의해 갑판장비와 상부구조물에 착빙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래

와 같이 풍우밀 문 주변에 착빙현상이 발생할 경우 문의 개폐성

능을 저하시켜 승조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rles, 

2008). 그러므로 조선현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빙방지

(anti-icing) 시공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Fig. 1 Occurrence of icing of weather-tight door according to 

the sea spray in low temperature  



Case Type
Capacity

(W/m)

Max Temp.

(℃)

I 20XTV2-CT-T2 66 120

II 10XTV2-CT-T3 33 121

III 10XTV2-CT-T3 33 121

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공법에 대해서 저온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첫 번

째 시공법(Case I)은 기존 풍우밀 문틀의 끝단에 열선을 부착한 

형식이고, 두 번째(Case II)는 풍우밀 문틀에 사각형 바(bar)를 

설치한 후 그 속에 열선을 시공한 형태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공

법(Case III)은 풍우밀 문틀의 끝단에 바를 설치한 후 열선을 삽

입한 형태이다. Fig. 3, 4, 5는 풍우밀 문에 대한 세 가지 열선시

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방

지를 위해 두 번째 시공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첫 번째 시공법과 이를 보완한 세 번째 시공법을 통해 실제현

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빙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2 Sensor location(#11, #14) of weather-tight door  

Fig. 3 Sensor location(#12, #13, #15)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  

Fig. 4 Sensor location(#12, #13, #15)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I

Fig. 5 Sensor location(#12, #13, #15)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II  

결빙방지 시공의 경우 사용된 열선은 Raychem 열선으로서 

각 시공법에 대한 열선의 종류와 용량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

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열선은 정온전선(self-regulating cable)

으로서 주변온도에 따라 전선내부 탄소(carbon)입자의 결합상태

가 변화면서 전류의 흐름이 조절되어 발열량이 조절되는 자기제

어형 열선이다. 현재 Raychem 열선은 빙해선박에 사용할 수 있

도록 노르웨이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Table 1 Information of heating cable type and capacity  

 

3. 저온성능 평가 시험

본 연구에서는 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 시공에 대한 

저온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Table 2에는 저온성능 

평가 시 시험온도 조건 및 측정항목을 정리하였다.  



Table 2 Anti-icing test condition of weather-tight door  

Case Ambient Temp. Measuring Items

I
5℃, -10℃, 

-20℃, -30℃, 

40℃

Ambient Temp., 

Specimen Temp., 

Electric Current

II

III

저온성능 평가 시험과정에서는 콜드룸의 대기온도를 영상에서 

영하로 변화시켜가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과정에서 

대기온도가 시험 온도조건에 도달하더라도 시편에서 계측된 온

도가 수렴할 때까지 일정시간동안 대기온도를 유지시켰다. Fig. 

6에는 풍우밀 문의 저온성능 평가 시험 절차가 도시되어있다. 

 

Fig. 6 Test procedure of anti-icing performance test  

Fig 7은 Case I의 대기온도 변화에 따른 시편온도 특성을 도

시한 그래프이다. 우선 Case I의 경우 -30℃ 까지는 풍우밀 문 

주변의 온도분포가 1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기온도가 -40℃ 인 경우 열선은 24℃ 정도가 유지되었으

며, 주변온도도 4℃ 이상을 유지하였다.

Fig. 7 Ambient and specimen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Case I

 

Fig. 8은 Case II에 대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Case II

의 경우 Case I과 달리 풍우밀 문틀에 사각형 바를 설치한 후 열

선시공을 수행한 것으로서 열선이 시공된 사각형 바는 -40℃ 까

지 대기온도를 변화시켜도 약 7℃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문틀 주

변의 온도는 거의 -30℃ 부근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풍우밀 문의 주변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경우 

대기 중 수분성분에 의한 착빙(atmospheric icing)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의 개폐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Fig. 8 Ambient and specimen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Case II

Fig. 9 Ambient and specimen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Case III

Fig. 9는 Case III의 저온성능 시험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Case III은 Case I과 유사한 위치에 열선을 시공했지만 문틀 끝

단에 열선을 삽입하기 위한 바를 설치한 경우다. 또한 열선의 용

량도 Case I보다 작은 열선이 사용되었다. Case III에서 문틀의 

주변온도는 -30℃ 부근까지는 영상을 유지하지만 -40℃ 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열선의 용량이 Case 

I 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조선소에서 열선시공 

시 Case I 방법보다는 Case III의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이

에 대한 시공기준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Case I에서 대기온도에 따른 시편의 온도분포와 열

선의 온도를 정리한 결과이다. 특히 센서 #12는 열선의 온도를 

나타내며, 센서 #14는 풍우밀 문 표면의 온도를 나타내고 #15는 

풍우밀 문틀의 온도를 나타낸다. 또한 센서 #11, #13은 열선 주



변의 온도를 나타내는데, 저온 조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

과를 보여준다. 

Table 3 Ambient temperature, sensor temperature of weather

-tight door for Case I 

Red: Below 0℃

Amb. 
Temp.
(℃)

#11
(℃)

#12
(℃)

#13
(℃)

#14
(℃)

#15
(℃)

  5.0 39.7 53.8 37.6 18.8 30.7

-10.0 31.3 46.7 29.6 7.0 21.8

-20.0 22.4 38.4 20.3 -2.8 12.1

-30.0 13.4 30.4 11.2 -12.0 3.0

-40.0 5.4 24.0 4.0 -20.2 -4.5

Temperature of heating cable 

Surface temp. of weather-tight door

Table 4 Ambient temperature, sensor temperature of weather

-tight door for Case II

Amb. 
Temp.
(℃)

#11
(℃)

#12
(℃)

#13
(℃)

#14
(℃)

#15
(℃)

#16
(℃)

  5.0 18.8 41.5 20.7 14.3 17.1 61.3

-10.0 12.8 32.8 14.0 3.4 9.9 51.5

-20.0 3.3 23.8 4.7 -6.3 0.5 43.1

-30.0 -5.1 16.1 -3.6 -14.8 -8.0 36.1

-40.0 -13.2 8.8 -11.9 -22.7 -16.5 30.0

Table 5 Ambient temperature, sensor temperature of weather

-tight door for Case III 

Amb. 
Temp.
(℃)

#11
(℃)

#12
(℃)

#13
(℃)

#14
(℃)

#15
(℃)

#16
(℃)

  5.0 29.0 31.1 31.0 17.8 31.2 99.7 

-10.0 25.0 27.5 27.2 10.6 27.7 97.0 

-20.0 9.4 11.8 11.5 -6.0 12.3 89.4 

-30.0 1.0 3.6 3.7 -13.7 4.4 85.2 

-40.0 -6.7 -4.1 -4.0 -22.2 -3.3 81.7 

Temperature of heating cable 

Surface temp. of weather-tight door
    

Surface temp. of heated bar

Table 4의 경우(Case II) 센서 #12는 열선이 시공된 바의 표

면온도를 나타내고 센서 #14는 풍우밀 문의 표면온도, 센서 #15

는 문틀의 온도를 나타내며, 센서 #16은 열선의 온도를 나타낸

다. 그리고 센서 #11, #13은 열선이 시공된 바의 주변온도를 나

타내는데, -20℃ 조건에서는 시공기준을 만족하지만 그 이하의 

온도조건에서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Case III에 대한 시험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Case I

의 결과보다는 다소 저온성능이 낮은 편이지만 실제 시공측면에

서는 Case I 보다 적합한 시공방법으로서 실선 적용 시 본 방법

을 통해 열선을 시공하면서 열선용량은 20XTV2 타입을 적용하면 

-40℃의 조건에서도 시공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Table 6, 7, 8에는 각 시공방법에 대한 온도별 전류와 전력이 정

리되어 있다. 

                 

Table 6 Electric current and power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

Amb. Temp.
(℃)

Electric Current
(A)

Electric Power
(W)

  5.0 1.91 420.2

-10.0 2.03 446.6

-20.0 2.09 459.8

-30.0 2.17 477.4

-40.0 2.26 497.2

Table 7 Electric current and power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I

Amb. Temp.
(℃)

Electric Current
(A)

Electric Power
(W)

  5.0 1.39 305.8

-10.0 1.46 321.2

-20.0 1.51 332.2

-30.0 1.57 345.4

-40.0 1.62 356.4

Table 8 Electric current and power of weather-tight door for 

Case III

Amb. Temp.
(℃)

Electric Current
(A)

Electric Power
(W)

  5.0 1.16 255.2

-10.0 1.22 268.4

-20.0 1.27 279.4

-30.0 1.32 290.4

-40.0 1.36 299.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빙해수

조 시설의 부속시설인 저온 콜드룸을 이용해 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방지 시공에 따른 저온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ase I의 경우 열선용량은 66W/m로서 풍우밀 문틀 주변에 

열선시공을 통해 -40℃ 에서도 4~5℃ 정도를 유지하므로 극지

해역 운항 시 저온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결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 II는 실선에 적용된 시공사례로서 -20℃ 조건에서는 주

변이 대략 3~5℃ 정도를 유지하였지만 -30℃ 이하 조건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적용된 열선용량

과 시공법이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Case III은 Case I의 열선시공 방법을 개선한 경우로 -30℃ 

에서 1~4℃ 정도를 유지하지만 -40℃ 조건에서는 영하로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열선용량을 66W/m로 교체하면 시공기

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빙선박용 풍우밀 문의 결빙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1. 풍우밀 문 설계 시 문틀의 끝단에 열선을 삽입을 위한 공간

을 고려하며, 대상선박의 설계온도가 -20℃인 경우에는 33W/m

의 정온전선을 적용시킨다.  

2. 대상선박의 설계온도가 -30℃인 경우에는 33W/m 또는 

66W/m를 적용시킬 수 있으며, 33W/m의 열선적용 시 갑판 승조

원은 주기적으로 풍우밀 문 주변에 착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

거해 주어야 한다. 

3. 대상선박의 설계온도가 -40℃인 경우 66W/m의 정온전선

을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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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선박용 항해장비의 Winterization 을 위한 

시험평가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강호근, 김기평, 김대헌(한국선급 연구원) 

 

요 약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최적항로 설정과 빙산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적항로의 결정이 가능한 특화된 장비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항해 장비는 극저온의 환경적인 조건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즉, 극해지역 운항시 각종 항해 장비의 운용을 위한 winterization 제어 

기술이 요구되며, IMO Polar code 의 제정 및 발효에 따라 극해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설계, 건조, 운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반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관한 최근 국제적 규정동향을 설명하며, 

항해장비의 winterization 시험평가조건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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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UN 산하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Polar Code)” 을 

제정하여 법제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IMO 제 53차 선박

설계 및 의장 전문위원회(DE 53)에서는 IMO Polar 강제화 코드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을 구성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강제규정

을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북극 및 

남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해양환경오염 및 소음, 충돌

사고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둔 분야에서 최고 수준

의 강제화 코드를 개발하기로 합의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극해 

항로의 통행량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 통행량의 2%에 달

하며, 2050년까지 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지구온난

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에 개방시기가 점차 앞당겨짐에 따라 

통항항로로서의 이용에 대비한 빙해선박 및 기자재의 

winterization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림 1) 특히, 저온 

상태에서 운항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의장품 및 기자재들은 자체 

결빙, 눈(Snow)의 축적과 해수의 물보라(Spray)로 인한 얼음 축

적으로 인해 지속적인 작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빙

해선박의 의장기술 및 기자재 기술은 주로, 얼음이 축적되지 못

하도록 하는 기술, 축적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극지용 저온 설계 및 winterization 기술은 러시아 

선급, 노르웨이 선급, 미국선급 및 영국선급 등 자체 설계 기준

안을 마련하여 운용중이지만, 통합된 안전설계 기준안은 아직 

없은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빙해선박의 의장기술 및 기자재의 저온상태에

서의 평가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과제의 일부 중, 

항해장비에 관한 winterization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

고자 한다. 

 

2. 시험평가 조건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장비의 winterization을 위한

시험평가의 항목은 각각의 작동조건에서 다음과 같다. 

 

2.1 시험대상 항해관련 장비 

 

시험평가 항해관련 장비목록은 아래와 같다. 

- Radars and radar plotting aids (EPA, ATA or ARPA) 

- Radio navigation system receivers 

- Magnetic compasses, transmitting heading device 

- Gyrocompasses 

- Logs for measuring speed 

- Echo sounders 

- Heading control systems/Ship’ s track control systems 

-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NS) 

- Ship control desks 

- Gyromagnetic, electromagnetic compasses and  

directional Gyros 

- Unified timing system 

-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 Rate-of-turn indicators 

- Shipborn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 Voyage data recorder 

- Sound reception system 

 

 

 

 

 

 

 

 

 

 

 

 

 

 

 

 

 

Fig. 1 Winterization을 위한 다양한 기술 

 

2.2 일반적 요구사항 

 

항해장비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따르며 관련 정의와 문구

(시험조건)에 해당하는 시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정의 

� 장비의 진동저항 : 진동조건하에서 규정된 제한에 해당하는 

장비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 

� 장비의 충격저항 : 충격조건하에서 규정된 제한에 해당하는 

장비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 

� 장비의 보호 : 밀봉된 장비에 대하여 외부 물질의 침투에 대

한 보호 정도 

� 열안정성 : 주어진 조건에서 관찰되는 가장 높은 공기 온도

에서 손상을 입지 않거나 규정된 제한에 해당하는 장비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 

� 저온 내구성 : 주어지는 조건에서 관찰되는 가장 낮은 온도

에서 손상을 입지 않거나 규정된 제한에 해당하는 장비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 



 

 

 

� 일반 환경 조건 

� 온도 : 25±10℃ 

� 상대 습도 : 60±30% 

� 대기압력 : 96±10 kPa 

 

� 기준 환경 조건 

� 온도 : 20±2℃ 

� 상대 습도 : 65±2% 

� 대기압력 : 96±10 kPa 

 

기준 환경 조건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일반환경으로 변경가능

하나 기록보고서 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오차에 대

하여 표시를 요구한다. 

 

3. 평가 및 절차 

3.1 항해장비의 기계적 시험조건 

 

� 진동저항 및 공진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2) 

공진점이 없을 때에는 가속도 7 m/s2의 진동을 30Hz로 120

분동안 가하여 내구시험을 행하며, 공진점이 있을 때에는 공진

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시 주파수 소인시험

(frequency sweep test)을 행하거나 공진주파수에서의 진동을 

90분 동안 가하여 내구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개별 주파수 시

험 대신에 소인시험이 실시되고 또한 여러 개의 공진점이 서로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소인시험을 120분간으로 한다. 

 

Table 3 충격저항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1. Installation of equipment on shock  

bench, switching-on, measurement of  

parameters and switching-off 

 

2. Holding of equipment in jarring  

condition in three mutually  

perpendicular positions in turn on the  

shock bench: 

� Shock frequency of the shock bench  

platform, shock/min 

� Acceleration, m/s
2
 

� Duration of shock pulse, ms 

� Total number of shocks  

� 충격주파수:  

40-80(shock/min) 

� 가속도: 10 (m/s
2
)

� 충격펄스 

지속시간:  

10-15(ms) 

� 총 충격회수: 

1000 회 이상 

3. Removal of the equipment from the  

bench, switching-on, measurement of  

parameters, switching-off and  

examination 

 

 

� 충격저항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3) 

충격실험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일구성발판에서는 3축방향

으로 행하며, 이중구성 발판에서는 2축방향으로, 삼중구성 발판

에서는 하나의 작용점에 대해서 시험을 행한다. 충격발판에서의 

시험은 규정에 적합한 Shock-mounts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충격실험이 경사진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규정에 적합하도 

Table 1 장비의 설치위치에 따른 시험범위 및 조건 

Properties of equipment to 

be checked during the tests 

Equipment intended to be 

installed on board ship 

in internal 

spaces 

on open 

deck 

immersed 

in water

1.Protection 

2.Vibration resistance and  

resonance 

3.Vibration resistance on one 

frequency 

4.Shock resistance 

5.Resistance to rolling and 

pitching 

6.Wind resistance 

7.Heat stability 

8.Cold endurance 

9.Resistance to hoarfrost  

and dew 

10.Resistance to moisture 

11.Corrosion resistance 

12.Fungus resistance 

13.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14.Magnetic compass safe  

distance 

15.Electromagnetic radio- 

frequency radiation 

16.Emission from visual  

display unit (VDU) 

17.X-radiation level 

18.Acoustic no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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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진동저항 및 공진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1.Installation of equipment on vibration 

bench, switching-on and 

 measurement of parameters 

 

2.Holding of the equipment in vibration  

condition within the prescribed  

frequency range in three mutually  

perpendicular directions: 

� Frequency range of the vibration  

bench platform oscillation, Hz 

� Amplitude for frequencies from 2 Hz  

to 13.2 Hz, mm 

� Acceleration for frequencies from  

13.2 Hz to 100 Hz, m/s
2
  

� 공진주파수범위: 

2-100 (Hz) 

� 진폭: ±1.0 (mm)

� 가속도: 7 (m/s
2
) 

3. Measurement of parameters during  

the tests 
 

4. Removal of the equipment from the  

bench, measurement of parameters,  

switching-off and examination 

 



 

 

  

록 Shock-mount는 고무로 대체되거나 다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바람저항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4) 

테스트 동안 장비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실험결

과 정상작동 및 손상이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2 항해장비의 환경적 시험조건 

 

� 열안정성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5) 

장비들은 16시간동안 최소한의 하중으로 운전되는 조건에서 

열안정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되며, 최소한 3회 이상의 반복

적인 검사가 요구된다. 

또한, 실험결과 장비의 정상작동 및 손상이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저온내구성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6) 

저온내구성 시험에 요구되는 챔버 시험환경을 만족하며, 열평

형 상태에 도달한 후 10-16시간 동안 요구된 온도조건에 노출

되어야 하며, 실험결과 장비의 정상작동 및 손상이 없으면 통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서리와 이슬의 내구성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7) 

항해장비가 서리와 이슬에 노출되는 경우, 본 검사를 수행하

여야 하며, 방수가 되는 장비의 경우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

다. 시험 및 평가 절차는 Table 7의 절차를 따르며, 실험결과 장

비의 정상작동 및 손상이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 습도 저항에 대한 평가 및 절차 (Table 8) 

방수 장치가 되어있는 장비를 제외한 모든 전자장비는 습도저

항 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검사는 작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

동을 걸 때 실시한다. 

 또한 검사는 사이클 혹은 연속 모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방

법은 제품의 목적에 따르며, 작동 조건과 구조적 세부 사항 등의 

특수 품목은 선급에서 승인된 검사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을 권 

 

Table 8 습도저항에 대한 평가 및 절차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1. Installation of equipment in a moisture  

chamber, switching-on and conditioning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0.2 ~ 2 (hr) 

2. 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witching-off 

 

3. Rise in th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chamber up to the working  

ones 

� Duration: 

3±0.5 (hr) 

� Working temp. : 

40±2(℃) 

� Working relative 

humidity :  

95±3 (%) 

4. 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at the  

working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 10~16 (hr) 

5. Switching-on, measurement of  

parameter at working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 2 (hr) 

6. Decrease of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chamber until the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reached 

� 1 (hr) 

7. 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switching-on and examination of  

equipment 

 

 

고한다. 세부 검사 절차는 Table 8과 같은 순서를 따르도록 권고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해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장비에 대한 

winterization 평가 및 절차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Table 4 바람저항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1. Installation of equipment on bench in  

normal operational position, switching- 

on, measurement of parameters and  

switching-off 

 

2. Air flowing of the equipment from eight  

horizontal directions, in turn, every 45 s  

with a specific velocity: 

� Air flow velocity, m/s 

� Duration of the tests in each of the  

eight directions of the air flow, min 

� 바람속도:  

60(m/s) 

� 각각의 방향에  

대한 지속시간: 

5(min) 

3. Cessation of air supply, switching-on,  

measurement of parameters, switching- 

off and examination 

 

Table 7 서리와 이슬의 내구성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1. Installation of equipment into a cold  

chamber and conditioning in switched-off 

state 

� Temperature :  

-20±5 (℃) 

� Duration : 2 (hr) 

2. Removal of equipment from the  

chamber, switching-on and conditioning  

under no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Immediately after switching-on and at 30- 

60 min intervals parameters of the  

equipment shall be measured 

� Duration of  

conditioning : 3 (hr)

3. Switching-off and examination  



 

 

외국 선급 규칙과 문헌을 참고하여 착빙 및 제빙 기술에 관련된 

기계적·환경적 시험절차에 대해 분석 및 정리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참 고 문 헌 

 

Arctic Council, 2009.4. 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 

2009 Report 

MSC/Cir.1056, MEPC/Cir.399, 2007.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 

RS, Rules for technical supervision during construction of ships 

and manufacture of materials and products for ships, Volume 

1~3 

 

 

 

 

 

Table 5 열안정성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for equipment intended for operation 

In internal spaces On open deck Immersed in water 

1.Installation of equipment in heating chamber,  

switching-on and conditioning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 

� 0.2 ~ 2 (hr) � 0.2 ~ 2 (hr) � 0.2 ~ 2 (hr) 

2.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3.Temperature elevation in the chamber up to the  

working temperature 

� Temp. elevation rate: 

0.5~3(℃/min) 

� Working tem. :  

55±3(℃) not more  

than 20 

� Temp. elevation rate:  

0.5 ~ 3 (℃/min) 

� Working tem. :  

55±3(℃) not more  

than 20 

� Temp. elevation rate: 

0.5 ~ 3 (℃/min) 

� Working tem. :  

55±3(℃) not more  

than 20 

4.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at the working  

temperature 
� 10~16 (hr) � 10~16 (hr) � 10~16 (hr) 

5.Measurement of parameter at the working  

temperature and switching-off 
   

6.Temperature elevation in the chamber up to the  

limiting temperature 

� Temp. elevation rate: 

 0.5 ~3 (℃/min) 

� Working temp. :  

70±3(℃)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 Temp. elevation rate:  

0.5 ~3 (℃/min) 

� Working temp. :  

70±3 (℃)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 Temp. elevation rate: 

0.5 ~3 (℃/min) 

� Working temp. :  

70±3 (℃)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7.Conditioning of equipment at the limiting  

temperature 
� 10-16 (hr) � 10-16 (hr) � 10-16 (hr) 

8.Temperature drop in the chamber down to the  

standard temperature 
� 0.5 ~ 3 (℃/min) � 0.5 ~ 3 (℃/min) � 0.5 ~ 3 (℃/min) 

9.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mental condition 
� 2 ~ 6 (hr) � 2 ~ 6 (hr) � 2 ~ 6 (hr) 

10.Switching-on and 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  

� 0.2 ~ 6 (hr) � 0.2 ~ 6 (hr) � 0.2 ~ 6 (hr) 

11.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switching-off and  

examination of the equipment 

   

 



 

 

 

 

 

 

Table 6 저온내구성에 대한 절차 및 범위 

Sequence, conditions and standards of tests 
Numerical value for equipment intended for operation 

In internal spaces On open deck Immersed in water 

1.Installation of equipment in heating chamber,  

switching-on and conditioning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 0.2 ~ 2 (hr) � 0.2 ~ 2 (hr) � 0.2 ~ 2 (hr) 

2.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witching-off 
   

3.Temperature drop in the chamber down to the  

working temperature 

� Temp. drop rate:  

1~2(℃/min) 

� Working temp. :  

-15±3(℃)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 Temp. drop rate:  

1~2 (℃/min) 

� Working temp. :  

-40±3(℃)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 Temp. drop rate:  

1~2 (℃/min) 

� Working temp. :  

-4(℃)  

� Relative humidity (%):

not more than 20 

4.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at the working  

temperature 
� 10~16 (hr) � 10~16 (hr) � 10~16 (hr) 

5.Switching on, measurement of parameters at  

the working temperature and switching-off 
   

6.Temperature drop in the chamber down to the  

limiting temperature 

� Temp. drop rate: 

 1 ~ 2 (℃/min) 

� Limiting temp. :  

-60±3(℃) 

� Temp. drop rate: 

 1 ~ 2 (℃/min) 

� Limiting temp. :  

-60±3(℃) 

� Temp. drop rate: 

 1 ~ 2 (℃/min) 

� Limiting temp. :  

-60±3(℃) 

7.Conditioning of equipment at the limiting  

temperature 
� 2 (hr) � 2 (hr) � 2 (hr) 

8.Temperature elevation rate in the chamber up  

to the standard temperature 
� 0.5 ~ 3 (℃/min) � 0.5 ~ 3 (℃/min) � 0.5 ~ 3 (℃/min) 

9.Conditioning of the equipment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mental conditions 
� 3 ~ 4 (hr) � 3 ~ 4 (hr) � 3 ~ 4 (hr) 

10.Switching-on and conditioning of equipment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 0.2 ~ 2 (hr) � 0.2 ~ 2 (hr) � 0.2 ~ 2 (hr) 

11.Measurement of parameters under standard  

environmental conditions, switching-off and  

examination of the equipment 

   



북극해에서 쇄빙선의 최적항로계산을 위한 그래픽스 접근법

A graphical approach to determine the optimal sea route of icebreakers in arc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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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북극해항로가 열리면서 북극해에서 상선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러시

아와 캐나다 지역의 주요 항구에서 축적된 빙상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항로를 찾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접하는 빙상정보는 그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매

우 열약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된 최적항로에 대한 신뢰성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복잡한 자료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가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결과검증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빙상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손쉽게 최적항로를 계산하고 계산된 최적항로를 

검증할 수 있는 그래픽스 기반의 계산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프레임워크는 그래픽스사용자인터페

이스에 기반을 두고 북극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계산, 쇄빙선의 감속된 선속 계산, 소요경비 산

출, 최적항로 순위 결정 등 항로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구축된 시스템은 정확한 빙상정보의 입력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러시아와 캐나다 북부 항로

에서의 각종 항행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북극해항로의 효

율적인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여 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2006년 이후로 북극해의 빙상정보에  

매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00년 ~ 2005년의 최

적항로와 2006년 ~ 2010년의 최적항로는 항로의 패턴이 전면적

으로 재고되는 변동을 불러 일으켰다. 북극항로에 소극적이었던 

그룹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동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새

로운 항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극항로와 관련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빙상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1990년대부터 북극항로를 다루었던 연구

결과는 주로 러시아 해역을 따라 형성되는 Northern Sea Route 

(NSR)에 국한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Ragner (2000), 

Mulherin et al. (1996), 그리고 Ostren (1999)에 의해 발표되었

다. 초기 연구결과의 약점으로는 급변하는 빙상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를 위한 GUI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하여 손쉬

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빙상정보의 변화는 현재 저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그 결과

가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Choi et al, 2010; Ha et al, 

2011). 본 논문에서는 변경된 빙상변화를 활용하여 최적항로를 

산출하고 가시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최적항로계산산

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발방법을 제시한다. 그래픽스사용자인터

페이스는 일반 PC환경을 고려하여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를 기반으로한 Visual C++를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수많은 

빙상 및 환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같은 개발환경에서 제공하는 

Access ODBC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원

하는 연도의 빙상정보를 이용해 최적항로를 계산하여 다른 연도

의 최적항로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여러 항로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최적항로산출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최적항로 결정

 최적항로산정에 결정적인 요소인 빙상정보 및 선박의 운항정보

를 이용한 운항속도 결정 알고리즘은 Choi et al. (2010)이 제시

한 북극해 최적항로 알고리즘을 기초로 하였다. 항로산정에 필요

한 빙상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1 개년도, 

1 계절, 1 지점에 22개의 입력변수가 사용된다. 만약 10개년도, 

4계절, 83개의 지점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총 입력변수는 약 

73,000개에 이르러 매우 방대한 입력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므로 수작업 계산을 통해서는 원하는 최적항로를 도출해내는 것

은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므로 복잡

한 자료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

는 최적경로산정알고리즘은 Fig.1에 도시된 순서를 따라 수행된

다. 순서도에 나타난 각 항목에서 효율적인 결과도출을 위하여 

활용된 이론 및 연구결과를 각 섹션에서 설명한다.

Fig. 1 Flowchart of overall calculation procedure

2.1 선박 및 환경 정보

 Fig.2는 최적항로 결정에 필요한 선박의 변수입력을 위한 다이

얼로그창이다. 입력된 정보 중에 Fuel price, Operational cost, 

Icebreaker fee, Capital cost, Port cost는 소요경비 산출에 집적

적인 영향을 미치며, Port cost의 Port of stopover day는 운항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운항속도와 관련해서는 선박의 기본 제원이 

사용되고, 선박 흘수는 해당 해역의 수심과 비교를 통해 항로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다. 

Fig. 2 Input dialog for ship data



2.2 운항속도

 최적항로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선박이 통

과하는 경로에 소요되는 전체시간이며 이를 위하여 선박의 평균

속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선박의 운항속도 결정을 위해 기본속도

(Base speed)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기본속도는 빙상이 없는 일

반해역을 항주할 때 사용되는 속도로 간주되는데 쇄빙선의 경우 

빙상으로 인한 감속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속도가 기본속도보다 

떨어지게 된다. 감속요인은 빙집중도와 빙두께, 빙맥 그 밖의 외

적환경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Fig.3에 빙집중도와 빙두께에 

의한 감속요인을 입력하는 개념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

되는 디폴트값이 주어지며 사용자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음영처

리된 박스의 값은 쇄빙선이 동반되는 경우의 값으로 속도가 다소 

상승하는 대신 쇄빙선대여료가 수반된다.   

Fig. 3 Determination of base speed due to reduction 

factors

2.3 거리 계산

지구 표면을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피

타고라스 정리로 쉽게 구해지지만, 지구가 구체이기 때문에 지점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재고되어야 한다. 

구체로 가정되는 지구 표면의 두 지점은 지구 중심으로 부터 두 

점사이의 각도를 통해서 지구 둘레분의 그 각도로 계산되는 원호

의 길이로 계산되지만 지구가 타원형에 가까운 이유로 극지방으

로 가면 계산의 오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거리계산 알고리즘은 구면삼각법이 적

용된 Vincenty (1975)의 역계산법이다. 역계산법은 두 지점의 경

도, 위도로부터 타원체면상의 거리와 방위각을 구하는 방법으로 

지구를 단순한 구로 가정하고 중간계산을 한 후 위도에 따라서 

수식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타원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것은 현재 선박의 항해기법으로 사용

하는 대권항로의 거리계산과 GPS시스템의 거리 및 이동방위각

을 계산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극해라는 특정 

지역만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단순한 구로 가정한 중

간계산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Fig.4). 두 지점사이의 거리계산 프

로그램 중에 정확하다고 인정받는 구글어스(Google Earth)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오차범위가 ± 3km 이내로 비교적 정확한 값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Fig. 4 Spherical triangle simulating the earth

2.4 바람, 파도 및 조류

 항주하는 선박은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곧 선속의 

증가 및 감소로 반영된다. 바람 및 파도, 조류의 영향에 따른 선

속의 보정을 위해 Head sea일 때는 선속이 감소하고, Beam sea

일 때는 선속이 거의 유지되며, Following sea일 때는 선속이 증

가하도록 선속계산처리에 적용시켰다.

Fig. 5 Wind and current direction



2.5 두 지점 사이의 운항속도 산정

 

 두 지점 사이의 운항속도는 거리와 소요시간으로 결정된다. 북

극항로의 경우 두 항구 또는 특정 노드가 중간에 존재하는 방해

물로 인하여 직선거리가 아닌 꺾인 항로가 존재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같은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두 항구 사이의 꺾인 지

점을 삽입하고 나머지 구간도 최대 50 마일이 되도록 분할하여 

각 분할구간의 거리와 소요시간을 산정한 후 더하는 방법을 취하

였다.

2.6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두 지점 사이에 여러 항구 및 중간 지점이 있는 경우 존재하는 

항로 중 사용자가 원하는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최적항로라고 정의한 항로는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으

로 이는 빙상정보와 선속, 쇄빙선 투입 여부로 결정된다.

 항해가능한 항로를 선정하기 위한 기법으로 다익스트라

(Dijkstra)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Skiena & Revilla, 1999). 이 알

고리즘은 GPS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준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1] 시작 정점에서 가장 인접한 정점을 찾는다. 그 정점까지의 

거리가 최단거리이다. 지금까지 최단거리가 알려진 정점은 2개

(자기 자신과 지금 찾은 정점)가 된다. 최단거리가 알려진 정점들

의 집합을 S라 한다.

[2]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들 중에서 시작 정점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정점을 찾는다. 이 새로운 정점은 집합 S에 바로 이

웃한 정점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정점까지의 거리는 최단거리

이며 그 정점을 집합 S에 포함시킨다.

[3] 새로운 정점이 없을 때까지, 즉 모든 정점이 집합 S에 포함

될 때까지 [2]의 과정을 반복한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적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가중치

(Weight) 개념을 사용한다. Fig.7은 지점구간 사이에 가중치가 

적용된 그래프이다. 구간사이의 연결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

어야 하며, 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만약 운항

시간을 가중치로 간주할 경우 소요시간이 가장 최소일 때의 경로

가 최적경로로 결정되며, 소요경비를 선택하면 최소경비경로가 

최적경로가 된다.

Fig. 7 Weighted graph for Dijkstra algorithm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적경로만을 찾도록 구성되어있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적뿐만 아니라 차선 경로도 제시하기 위하

여 수정된 다익스트라 방법을 제시한다.

[1] 가장 최적인 한 경로를 찾는다.

[2] 지점의 연결된 한 구간을 강제로 연결을 끊은 후 최적경로를 

구한다. 만약 연결을 끊은 한 구간이 [1]에서 구한 최적경로의 

한 구간이라 하면 결국 [1]과는 다른 최적경로를 찾게 된다.

[3] [2]에서 끊었던 구간을 다시 연결시키고 다음 지점의 연결

구간을 끊은 후 최적경로를 구한다. 

[4] 모든 지점이 [3]의 방법을 한 번씩 적용될 때 까지 계속한

다.  

[5] 중복된 최적경로는 삭제후,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 정렬법을 

통해 최적경로의 순위를 정한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바로 다음 지점이 되

지 않는 한 최소 2순위까지의 경로를 구하게 된다. 

2.7 최적경로계산 프레임워크 

  

 전술한 세부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계산하는 프레임워

크를 개발하였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기능을 이용하

여,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입력다이얼로그로부터 출발지와 도착

지를 그래픽 또는 메뉴로부터 선택하는 기능, 수많은 빙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수정하는 기능, 최적항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구현, 계산된 항로를 지도 위에 그래픽으로 도시하고 

텍스트파일로 출력하는 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GUI기능으로 화

면캡춰, 중간파일 출력 등 종합적인 기능을 보유한 프레임워크를 

완성하였다. 

 Fig.8은 계산된 최적구간의 결과를 도시하는 다이얼로그이다. 

최적경로 및 총 선박 운항시간, 평균 속도, 운항 비용, 쇄빙선의 

투입시간을 나타낸다. 



Fig. 8 Pane for resulting optimal route

 

 Fig.9는 MFC에서 제공하는 GDI+ 그래픽라이브러리를 통해 화

면에 최적경로를 표현한 것이다. 

Fig. 9 Resulting display of optimal route

3. 결론

 북극에서 최적항로를 구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GUI와 

그래픽스 기술을 조합한 것으로 최적항로를 계산하고, 계산된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선정된 항로에 대한 평가, 새로운 항로를 시

뮬레이션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자지향적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극해의 최적항로계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및 실질적인 GUI를 제공함으로써 빙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비용평가, 그리고 새로운 해역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후기

 본 과제는 지식경재부 산업원천기술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빙해선박안정성평가기술의 연구결과의 일부입니다. 기관의 지원

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Choi, K., Nam, J., Ha., J. and Jeong, S. (2010). 

Northern Sea Route Transit Analysis for Large Size Cargo 

Vessels, 2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Okhotsk Sea & 

Sea Ice, Mombetsu, Japan.

� Ha, J., Choi, K., Nam, J. and Park, I. (2011). Supporting 

High Latitude Transit Analysis with NSR/NWP Ic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2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Okhotsk Sea & Sea Ice, Mombetsu, Japan.

� Vincenty, T. (1975). Direct and inverse solutions of 

geodesics on the ellipsoid with application of nested 

equations, Survey Review XXIII, No.176, Directorate of 

Overseas Surveys of the 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Tolworth, Surrey.

� Skiena, S. and Revilla, M. (1999). Programming 

Challenges: The programming Contest Training Manual, 

Springer-Verlag, New York.

� Ragner, C.L., (2000). Northern Sea Route Cargo Flows 

and Infrastructure - Present State and Future Potential, 

FNI Report, The Fridtjof Nansen Institute.

� Mulherin, N.D., Eppler, D.T., Proshutinsky, T.O., 

Proshutinsky,A.U., Farmer, L.D. and Smith. O.P. (1996) 

"Development and Results of a Northern Sea Route 

Transit Model", CRREL Report 96-5.

� Ostreng, W.(ed) (1999) "INSROP Integration Book - The 

Challenge of the Northem Sea Route", INSROP Working 

Paper No.167

 

 

  

  

 



 EG/AD 모형빙의 밀도제어 기법 연구

천은지, 이춘주, 정성엽(한구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요 약

빙해수조에서 모형시험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극지환경과 유사하도록 시험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실제 해빙(sea ice)과 

유사한 재료특성을 만족하는 모형빙(model ice)을 사용한다.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쇄빙선의 빙성능에 영향을 주는 해빙의 주

요 특성은 빙의 굽힘강도, 두께, 마찰계수, 탄성계수, 밀도 등이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 빙해수조(ice model basin)에서는 해빙의 주요특성을 고려한 균일 모형빙 생성 

및 정도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모형빙의 특성 중 빙밀도는 빙과 모형선의 쇄빙거동 및 정확한 빙저항, 빙성능 추정

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버블(micro-bubble) 시스템을 이용하여 밀도가 보정된 EG/AD-CD(control 

density) 모형빙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일년생 빙(first year ice)의 밀도는  0.72 ~ 0.94  정도로서 MOERI 

빙해수조의 EG/AD-CD 모형빙의 목표 밀도는 약 0.88이다. 실제 해빙의 밀도와 동일한 모형빙을 생성하기 위해 마이

크로버블 시스템을 이용해 초기 모형빙의 밀도를 조절하고 승온시간(tempering time)을 조절함으로서 목표값을 맞춘다. 본 연

구에서는 밀도보정에 따른 빙밀도의 경향과 마이크로버블 시스템을 활용한 밀도제어 기법을 도출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 Total resistance


 = Open water resistance


 = Ice buoyance resistance


 = Ice clearing resistance


 = Icebreaking resistance

1. 서 론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쇄빙선의 빙성능에 영향을 주는 해빙의 

주요특성에는 빙의 굽힘강도, 압축강도, 빙두께, 밀도 등이 있으

며, 빙수조 모형시험 시 이러한 해빙의 특성을 만족하는 모형빙

을 상사법칙(similitude low)에 따라 생성한다. 한국해양연구원 해

양시스템안전연구소(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MOERI)의 빙해수조(ice model basin)에서는 파괴모드

가 실제 해빙과 거의 유사한 기둥형 결정구조(columnar crystal 

structure)를 가지는 EG/AD-CD 모형빙을 생성하는데(Tomco, 

1986), 모형빙 생성 시 마이크로버블 장치 및 승온시간(tmpering 

time)을 조절하여 빙의 굽힘강도 및 두께, 밀도와 같은 재료특성

을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빙저항 시험 시 평탄빙 시험과 얼음을 

미리 잘라놓은 상태에서의 시험(pre-sawn ice test), 개수로

(open water) 시험을 통해 저항성분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저

항은 다음과 같이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빙밀도는 빙부력 저항 및 빙제거 저항성분 추정 시 필

요한 요소로서 마찰계수와 밀도는 빙제거 저항성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다(LIM, et al., 2008). 또한 모형시험과정에서 해

빙의 밀도와 모형빙의 밀도가 서로 다를 경우 모형선의 배수용적

에 영향을 미쳐 쇄빙과정 시 빙의 거동특성이 변하게 되므로 모

형시험 시 모형빙의 밀도 보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일년생 빙의 밀도는 해빙 속 염수맥과 기포 때문

에 0.72g/㎤ ~ 0.94g/㎤ 정도인데(Sanderson, 1988), 국외 빙

해수조에서는 밀도가 실제 해빙과 유사한 모형빙을 생성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빙해수조에서는 모형빙 생성 

시 밀도를 보정하기 위해 기포를 발생시키는데, 생성된 모형빙의 

최종 밀도는 0.88g/㎤ 정도이다. MOERI 빙해수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EG/AD-CD 모형빙은 캐나다 빙해수조(Institute for Ocean 

Technology, IOT)에서 개발된 EG/AD/S-CD 모형빙을 개선한 것

으로서(Jeong, et al., 2009) 모형빙 생성 시 캐나다 빙해수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마이크로버블 장치를 이용해 모형빙 생성 시 미

세기포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모형빙의 밀도를 조절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 시 정확한 빙저항 추정 및 쇄빙거동

을 제어하기 위한 모형빙의 밀도 제어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밀도가 보정된 최적의 모형빙 생성 기법을 구축하였다. 또한 모

형빙의 밀도 계측 시 전자밀도측정기를 이용한 방법과 모형빙의 

부력을 이용한 방법도 함께 비교분석 하였다.  

2. 빙밀도 조절 방법 및 계측

2.1 마이크로 버블발생 장치(Micro bubble system)

 

마이크로 버블발생 장치는 EG/AD-CD 모형빙 생성 시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공기 발생장치로서  좌·우 

각각 두 세트가 0.4m/min의 속도로 동시에 구동된다(Fig. 1 참

조). 특히 마이크로 버블발생 장치는 공기압을 주입하기 위한 투

명호스와 호스를 가동시키는 수중전차, 호스를 제어할 수 있는 

드럼과 함께 수중전차와 호스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와 마이크

로 버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2, 3 

참조). 

Fig. 1 Micro bubble system 

Fig. 2 Nozzle of micro bubble system

Fig. 3 Subsea carriage



2.1 빙밀도 조절

• Micro bubble 량에 의한 빙밀도 조절  

일반적으로 모형빙 생성 시 밀도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 실제 

해빙의 밀도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MOERI 빙해

수조에서는 마이크로 버블장치를 이용해서 모형빙의 밀도를 조

절한다. Fig. 4에서처럼 모형빙 생성은 초기냉각(cooling), 얼음

핵 분사(seeding), 모형빙 결빙(freezing), 승온(tempering) 단계

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빙 생성 시 밀도를 제어하는 구간은 모

형빙 결빙(③~⑥) 구간과 승온(⑥~⑧) 구간으로서, -20℃ 상태

에서 모형빙을 생성시키고 이 때 마이크로 버블 장치를 가동시켜 

미세기포를 얼음 속에 주입해 모형빙의 밀도를 제어한다. 마이크

로 버블장치는 얼음핵 분사 후 두 시간 뒤에(④)에 첫 번째로 가

동하며, 가동 시 운전회수는 1~2회 정도를 선택한다. 또한 두 번

째 가동구간은 냉동기 정지 두 시간 전(⑤)으로서 첫 번째 가동

과 동일한 조건으로 1회 또는 2회 정도 수행한다. 여기서 마이크

로 버블량은 공기제어 밸브의 압력계를 이용해 0.25~0.30bar 범

위에서 조절한다.

      

Fig. 4  Air temperature curve changes in cooling,  seeding, 

freezing and tempering stage

MOERI 빙해수조에서는 모형빙 결빙단계에서 마이크로 버블

장치를 이용해 모형빙에 미세기포를 주입하여 모형빙의 강도와 

밀도를 제어한 CD(Control Density) 모형빙과 그렇지 않은 non- 

CD 모형빙을 생성한다. Fig. 5는 MOERI 빙해수조에서 모형빙 

생성과정이다.

Fig. 5 MOERI ice model basin

• 승온 시간에 따른 빙밀도 변화

언급한 바와 같이 모형빙은 -20℃에서 생성되며, 승온 과정에

서는 +2℃ 환경에서 모형빙이 성장하면서 두께 및 강도, 밀도 등

을 조절하게 된다. 모형빙 결빙 시 마이크로 버블장치에서 발생

한 미세기포가 염수맥(brine pocket) 사이에 갇히게 되는데, 승온 

시간이 지날수록 모형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염수맥 사이에 수

조수가 유입되면서 모형빙의 질량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밀도

가 증가하게 된다(Fig. 6 참조). 본 연구에서는 해빙과 동일한 밀

도의 모형빙을 생성하기 위해 승온 시간에 따른 모형빙의 밀도 

변화를 관측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승온 시간에 따른 모형빙

의 재료특성 변화를 고려한 빙밀도 제어 기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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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ensity curve for non-CD ice and CD ice

2.2 빙밀도 계측

어떤 물체의 밀도는 그 물체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

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MOERI 빙해수조에서는 모형빙의 밀

도를 계측하기 위해 전자 밀도 측정기를 활용(질량과 부피의 관

계)하거나 모형빙의 부력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밀

도 계측 과정에서는 전자 밀도 계측장비를 이용한 방법과 시편의 

부력에 의한 밀도 계측법을 통해서 재현성(repeatability)과 정확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 질량/부피 관계를 이용한 밀도 계측

본 방법은 모형빙의 밀도를 계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서 시편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후 이를 통해 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Fig. 7 참조)(Timco, et al., 1996). 이 방법을 통해 빙

밀도를 계측하는 경우 non CD 모형빙은 각 시편에 대해 재현성

이 높다. 하지만 CD 모형빙의 경우 밀도 계측과정에서 시편이 

녹으면서 기포가 빠져나감에 따라 시편 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계

측기의 특성으로 시편의 크기가 약 1㎤ 로 제한되어 있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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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체의 질량

 = 물체의 부피

Fig. 7 Measured ice density by electron density measurement

• 빙부력에 의한 계측

이 방법은 시편을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 시편이 물속에 잠길 

때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고 시편의 부피를 측정하여 밀도를 계산

한다(식 3 참조)(Stephen J, 1993). Fig. 8은 빙부력에 의한 밀

도 계측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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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힘

 = 얼음의 부피

Fig. 8 Measuring ice density by ice buoyancy 

Table 2 Ice density trend by measurement method

구분 계측방법 밀도(g/㎤)

non-CD ice

전자밀도측정기
0.92

0.94

빙부력
0.9259

0.928

CD ice

전자밀도측정기
0.5

0.86

빙부력
0.581

0.580

3. 시험결과

3.1 빙밀도 조절

• 마이크로 버블량 및 승온 시간에 따른 빙밀도 조절

모형빙 결빙 시 빙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조바닥에 설치된 

마이크로버블 발생 장치를 이용해 모형빙을 생성하였다. Fig. 9

와 Fig. 10은 non-CD 모형빙과 와 CD 모형빙의 결정구조로서 

CD- 모형빙은 마이크로 버블장치의 압력을 0.30 bar로 조절한 

후 생성한 모형빙이다. 이때 CD-모형빙의 마이크로 버블층

(Micro bubble layer)은 빙두께의 약 55%이이고 초기 밀도는 

0.46g/㎤ 정도이다. 하지만 승온 과정(11시간 30분 후)에서 밀

도는 약 0.55g/㎤ 로 약 0.1g/㎤ 증가하였다. 즉 마이크로 버블

층으로 수조수가 유입됨에 따라 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OERI 빙해수조의 목표 빙밀도는 0.88g/㎤ 로서 모형빙 

결빙 후 버블층이 빙두께의 20% 일 때 초기 빙밀도가 약 0.80g/

㎤ 정도되며, 최종 목표 빙밀도가 약 0.88~0.90g/㎤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rystal structure of CD ice

Fig. 10 Crystal structure of non-CD ice



Table 3 Ice density trend by measurement 

구분 승온시간
마이크로버블 

층/빙두께(%)
밀도(g/㎤)

non-CD ice

01"30 -
0.9259

0.913

11"00 -
0.932

0.937

CD ice

01"30
55%

0.459

11"30 0.551

01"30

50%

0.551

11"30
0.58

0.612

Fig. 11, 12는 빙두께에 대한 마이크로 버블층을 고려한 모형

빙의 결정구조로서 마이크로 버블발생 장치는 0.25bar의 압력으

로 모형빙 결빙단계에서 2번 2회 왕복 가동하였다. 마이크로 버

블장치의 왕복운동으로 인해 마이크로버블 장비의 시작점과 종

료점 구간에서 생성된 모형빙의 마이크로 버블층이 다른 구간에 

비해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Table 4

에 정리하였다. 마이크로 버블층이 약 23%인 모형빙의 초기 밀

도는 0.837g/㎤, 0.828g/㎤이며, 빙수조 모형시험 전 계측 결과 

0.884g/㎤ 로 빙밀도가 계측되었다. 그 외 마이크로 버블층 두께

에 따라 빙밀도가 다소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크

로 버블량이 거의 없는 층의 빙밀도는 non-CD ice 의 빙밀도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Crystal structure of CD ice

Fig. 12 Crystal structure of non-CD ice

Table 4 Ice density trend by measurement 

구분 승온시간
마이크로버블 

층/빙두께(%)
밀도(g/㎤)

CD ice

01"00

23%

0.837

11"00 0.850

16"40 0.884

01"00

16%

0.843

11"00 0.861

16“40 0.904

01"00 5%(마이크로버

블 거의 없음)

0.899

11"00 0.922

Fig. 13 The ice density curve for Micro bubble layer

4. 결 론

빙해수조에서 생성되는 모형빙의 경우 재료특성 중 밀도는 빙

부력 저항 및 빙제거 저항을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정

확한 빙저항 추정 및 모형선-빙의 쇄빙거동 특성을 제어하기 위

해 해빙과 동일한 밀도를 가지도록 조절한다. 

본 연구에서는 EG/AD 모형빙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마이크

로 버블발생 장치 및 승온시간에 따른 모형빙의 밀도경향을 확인

하였다. 또한 CD 모형빙과 non-CD 모형빙의 밀도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모형빙의 밀도를 0.88g/㎤ 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

을 도출하였다.  

마이크로 버블이 주입되지 않은 non-CD 모형빙의 경우 승온

단계 전/후 밀도 값을 비교한 결과 최종 밀도는 0.94g/㎤ 로서 

밀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빙두께가 39mm의 

CD 모형빙의 경우 마이크로 버블층이 약 23% 일 때 승온시간이  

16시간 40분 후 0.884g/㎤가 됨을 확인하였다. MOERI 빙해수조

에서 40mm 모형빙 생성 시 빙강도 및 두께를 만족하는 승온시

간은 16시간 정도임을 확인하였다(Table 5 참조). 



구분 승온시간
마이크로버블 

층/빙두께(%)
밀도(g/㎤)

non-CD ice

01"30 -
0.926

0.913

11"00 -
0.932

0.937

CD ice

01"00

23%

0.837

11"00 0.850

16"40 0.884

Table 5 Ice density trend by measurement 

40mm 모형빙의 빙밀도 경향을 참고하여 20mm, 30mm, 

50mm의 초기 빙밀도 및 최종 빙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모형빙

의 두께별 빙밀도 경향 비교/분석은 향후 모형빙 생성 시 수행할 

예정이다.

Table 5 Estimation of ice density trend by ice  thickness

초기 

빙두께

(mm)

공기량 

추정

(%)

마이크로 

버블층

(mm)

초기

빙밀도

(g/㎤)

최종

빙밀도

(g/㎤)

35 20±5 8 0.80±

0.03

0.88±

0.01

17 20±5 4 0.80±

0.02

0.88±

0.01

26 20±5 6 0.80±

0.02

0.88±

0.01

46 20±5 11 0.80±

0.02

0.88±

0.01

시험결과를 통해 모형빙의 밀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로 버블발생 장치에 의해 마이크로 버블량이 모형빙의 두께의 

20±5%, 초기 빙밀도가 0.80±0.03g/㎤의 경우 최종 빙밀도가 

0.88±0.01로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모형빙의 밀도 제어법은 도출하였으나 현재 마이크로 버

블발생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MOERI 빙해수조에서 

공기가 공급된 구역의 빙강도를 확인한 결과 CD 모형빙은 

non-CD 모형빙에 비해 강도가 크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CD 모형빙의 얼음핵 층의 결정구조가 Fig 14와 같이 

과 같이 입자형(Granular) 결정구조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입자형의 단단한 층이 형성되면서 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빙의 밀도조절에 따른 재료특성 

변화를 연구할 예정이며, 균일 모형빙 생성을 위한 최적기법 도

출을 위한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Fig. 14 Crystal structure of CD ice

5. 후기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인 “빙해선박의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및 극저온 빙성능 시험평가 기법 개발” 

중  “빙성능 시험기법 및 최적화 기술(PNS151B)” 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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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Safety Layout Methodology 기법을 활용한 FPSO의 Layout
정성적 안전성 평가
안시찬, 옥제호(삼성중공업㈜)

좌장 : 홍섭(해양연)

D1-1 파일럿 집광기의 전기·전자 제어계측 시스템 개념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
박성재, 여태경, 윤석민, 김진호, 홍섭, 김형우, 
최종수(한국해양연구원)

D1-2 다중 집광기의 대형 제어를 위한 선회 동작에 관한 연구
윤석민, 여태경, 박성재, 홍섭(한국해양연구원), 
김상봉(부경대학교)

D1-3 근해역 시험에서의 미내로 직진 주행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비교
이창호, 김형우, 윤석민, 여태경, 홍섭, 최종수(한국해양연구원)

D1-4 연약지반 병렬 4열 무한궤도 차량의 선회성능
김형우, 이창호, 홍섭, 최종수, 여태경(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최한석(부산대)

D2-1 멕시코만 BP의 오일유출의 원인과 결과
최한석(부산대학교)

D2-2 OLGA를 이용한 해저 가스 유전의 Slugging 예측
백경록, 박상민, 박진후, 장광필(현대중공업㈜)

D2-3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대규모 신공항 건설지에 대한
포괄적 환경 향평가
이희수, 박종천(부산대학교)

좌장 : 박치모(울산대)

D3-1 Misalignment 를 고려한 Conical transition 부의 응력집중계수
해석
주성훈, 신장용, 김 관, 한익승(대우조선해양㈜)

D3-2 선박 해양구조물 파이프 곡선부의 굽힘 응력 해석
박치모, 배병일(울산대학교)

D3-3 선박 곡판의 좌굴강도의 벤치마크
이종원, 김슬기(부산대학교), 
박주신, 전민성, 서용석(삼성중공업㈜),이제명(부산대학교)

D3: 구조
D발표장[1층 108호], 오후14:40-15:40

D2: 해저자원환경
D발표장[1층 108호], 오후13:10-14:30

D1: 해저자원환경
D발표장[1층 108호], 오전10:50-12:10

C3: 설계/건조
C발표장[1층 107호], 오후14:40-15:40

B3: 재료
B발표장[1층 106호], 오후14:40-15:40

B2: 재료
B발표장[1층 106호], 오후13:30-14:30

일반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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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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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박종천(부산대)

A4-1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물체의 유체
력 산정을 위한 CFD 해석
이규호(부산대학교), 허재경(STX종합기술원), 
박종천(부산대학교), Moo-Hyun Kim(Texas A&M University)

A4-2 CFD를 이용한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부유체의
유체력 산정
이규호(부산대학교), 허재경(STX종합기술원), 
박종천(부산대학교)

A4-3 파랑환경재현을 위한 수치파랑수조의 적합한 조건 도출
김경미, 박종천, 이규호(부산대학교), 허재경(STX종합기술원)

A4-4 수중 익형의 캐비테이션 유동해석
강태진, 박원규(부산대학교)

A4-5 해양구조물에 대한 파랑 충격하중 평가법
박태현, 문중수, 이인혜, 심우승, 신현수(현대중공업㈜)

좌장 : 박노식(울산대)

A5-1 원형 실린더의 유입각 변화에 따른 비정상 유체력 계산
김세훈, 안형택, 유정수, 신현경(울산대학교), 
권오조(국방과학연구소)

A5-2 Analysis of floating body motions coupled with sloshing
Ying Gou, 김태 , 김용환(서울대학교)

A5-3 배열회수 안내덕트 내의 난류유동 해석
곽승현, 강선중, 이현우 (한라대학교)

A5-4 복수 사각형 주상체의 운동에 미치는 슬로싱모드의 향에
대한 연구
이동 (㈜대우조선해양), 김윤호(서울대학교), 
성홍근(한국해양연구원), 최항순(서울대학교)

A5-5 Numerical Analysis of Hydrodynamic Performance of Open-
chamber-type Floating Body
Ahmed Syed Uzair, 구원철(울산대학교)

좌장 : 김용환(서울대)

A6-1 북해용 Drillship의 유체동력학적 특성
김문성, 박종진, 안 규, 김병우, 엄재광(삼성중공업㈜)

A6-2 싸이클론 환경에서 부이에 연결된 라이저의 안전성을 위한
무어링 설계방법 연구
노유호, 조철희, 김도엽(인하대학교)

A6-3 다관절 해저로봇‘Crabster’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산정 및
유동해석
박연석, 김우전(목포대학교), 전봉환(한국해양연구원)

A6-4 해중림 어초의 형상 및 배치에 따른 흐름 특성
신춘수(수산자원사업단), 김용관(전남대학교)
김호상,김종규(수산자원사업단)

A6-5 횡파중 소형어선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박노식, 이진복(울산대학교)

A6-6 PIV기법을 이용한 회류수조의 유속 분포 교정
정광효, 서성부, 박성부(동의대학교)

좌장 : 이주성(울산대)

B4-1 박스 거더의 손상시 잔류 최종굽힘강도에 관한 연구
이주성, 박성진(울산대학교)

B4-2 블록 맞대기 용접부 종통재 너클 각도에 따른 강도 연구
임형균, 신준식, 서호원(현대미포조선), 한성우, 이주성(울산대학교)

B4-3 LNG 멤브레인용 강화 폴리우레탄의 극저온 거동 연구
송창용, 심천식, 송하철, 장철웅(목포대학교)

B4-4 단속 용접법을 적용한 박판 평블록의 필렛용접에 관한 연구
김진우, 이주성(울산대학교) 이광석(STX조선해양)

B4-5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의 파손에 미치는 감육의 향
권효성, 남기우(부경대학교)

좌장 : 김윤해(한국해양대)

B5-1 리클라이너 용 섹터기어의 파인 블랭킹 성형을 위한 금형의
최적화
이관 , 남기우(부경대학교)

B5-2 다층 플럭스코아드아크 용접한 API 2W Gr. 50 강재의 피로균
열전파의 시험편간 변동
손혜정, 공유식, 김선진(부경대학교)

B5-3 FSW 용접한 Al 7075-T651 용접재의 피로균열전파의 실험적
고찰
손혜정, 김치옥, 김선진(부경대학교)

B5-4 Cu - 7Al - 2, 5Si 합금의 기계적 및 내식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효과
문경만, 오민석, 이명훈, 이성렬,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B5-5 천연섬유 복합재료의 제조와 특성평가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안희범, Hitoshi Takagi(University of Tokushina), 
양동훈, 문경만(한국해양대학교)

좌장 : 공유식(부경대)

B6-1 수중 경화형도료의 부식특성에 관한 전기화학적 고찰
문경만, 오민석, 이명훈, 이성렬, 김윤해(한국해양대학교)

B6-2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액에 의한 냉간압연강판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내식특성
남기우, 김정량(부경대학교)

B6-3 핫스탬핑용 보론 강판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레이저 용접부
특성 연구
남기우, 황석환(부경대학교), 김용(IAE고등기술연구원)

B6-4 자동차 캠축용 마찰용접재의 회전굽힘피로 특성
공유식, 김선진(부경대학교)

B6-5 ANSYS를 이용한 EH36강 용접부의 잔류응력 해석에 관한 연구
이종석, 정 선, 김귀남, 박준성, 박원조, 허선설(경상대학교)

B6: 재료
B발표장[1층 106호], 오후13:30-15:10

B5: 재료
B발표장[1층 106호], 오전10:50-12:30

B4: 재료
B발표장[1층 106호], 오전09:00-10:40

A6: 유체
A발표장[1층 101호], 오후13:30-15:10

A5: 유체
A발표장[1층 101호], 오전10:50-12:30

A4: 유체
A발표장[1층 101호], 오전09:00-10:40

일반세션
6월 3일(금) 



좌장 : 전봉환(해양연)

C4-1 AXIS 인코더를 이용한 해저보행로봇의 디지털 비디오 전송
박성우, 김방현, 이판욱, 전봉환(한국해양연구원)

C4-2 해저보행로봇을 위한 통신 시스템 설계
김방현, 박성우, 박진 , 이판묵, 전봉환 (한국해양연구원)

C4-3 상처리기법을 이용한 내압시험체의 변형도 추정에 관한 기초
연구
이승국, 오상우, 최혁진, 이승훈, 김진민(한국해양연구원)

C4-4 전도성 필름 전극을 이용한 수중내압용기의 누수 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오상우, 최혁진, 이승훈, 이승국, 김진민(한국해양연구원)

C4-5 수중 보행 로봇의 이동성 및 민첩성 해석
심형원, 전봉환, 이판묵(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김진환(KAIST)

C5-1 시불변 불균일 스칼라장에서의 항법을 위한 실시간 필터 알고
리듬
김진환(카이스트)

C5-2 HILS를 이용한 무인잠수정의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터 구축
변승우, 최병웅, 박도현, 김호성, 송 내, 홍 기(삼성탈레스㈜)

C5-3 아르고 플로트 구조해석 및 고압/수 실험에 관한 연구
이상범, 양 준, 이동명, 권순홍(부산대학교), 
장원석, 김정연, 박준수(신동디지텍), 최혁진, 오상우(한국해양연구원)

C5-4 크롤러형 수중 로봇의 실해역 경로 제어 시험 소개
여태경, 홍섭, 김형우, 윤석민, 박성재, 
성기 , 이창호, 최종수(한국해양연구원)

C5-5 해저보행 로봇의 다리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근사적 모델링과
해석
전봉환, 이판묵, 박진 (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김종규(전남대)

C6-1 CW 신호를 사용하는 수중 음원의 위치 추정에 관한 연구
박원철, 권경엽, 정구락(대원기전), 홍 기, 변승우(삼성탈레스㈜)

C6-2 정합장처리 기법을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박상윤, 오세현, 변양헌, 김재수(한국해양대학교)

C6-3 동해남부 연안역의 기온과 수온의 변동 특성
김종규, 조 옥, 이진 (전남대학교)

C6-4 한 점 계측 정보를 이용한 파랑 예측에 관한 연구
이상범, 양 준, 최 명, 권순홍 (부산대학교)

C6-5 주사음탐기를 이용한 불량시계 해저 맵핑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혁, 전봉환, 이판욱(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서 교(한국해양대)

D5-1 구조부재의 형상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장동훈, 이상훈, 이주성(울산대학교)

D5-2 매립배관에서 전파되는 유도초음파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실험
이주원, 신성우, 나원배(부경대학교)

D5-3 유체-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중 원통형 슬릿 케이슨의
내진해석
우진호, 나원배(부경대학교), 강윤구(삼성물산건설부문)

D5-4 선박 곡판의 하중과 수압에 따른 좌굴/최종강도 설계식 계발
이종원, 김슬기, 박주신, 전민성, 서용석(삼성중공업㈜), 
이제명(부산대학교) 

D5-5 EM Impedance-based Tension Monitoring of Cable-
Anchorage in Mooring System of Offshore Structure
Khac-Duy Nguyen, 이포 , 김정태(부경대학교)

좌장 : 배성용(부경대)

D6-1 부유식 재생에너지 플랜트의 개념설계를 통한 계류라인의 피로
설계
정준모, 이인성, 전상익(인하대학교)

D6-2 높이 변화에 따른 사각탱크의 접수 진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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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SRU 시스템의 안 성평가 차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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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SRU는 미래의 수요를 측하여 련 기술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표 인 고
험 복합시스템으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 성을 보장하기 한 체계 인 근, 즉, ‘시스템안

’의 개념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안 (system safety)’  ‘ 험도평가(risk assessment) 방법론’을 기 로 LNG 

FSRU의 수명주기 안 성평가  리를 한 차와 방법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안 '이란 개발하고자하는 시스템의 성능, 시간  비용의 제약조건하에서 시스템의 수

명주기안 성을 확보하기 한 공학 /체계  근이다. 

' 험도 평가‘란 시스템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잠재 인 험요소(hazards) 
 이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험도(risk 즉, 이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결과를 

측하여 합리 인 수 으로 감하고 리하기 한 수단이다.

시스템안 에 한 기본개념과 일반요구사항은 ISO 31000(2009), MIL-STD-882D(2000)  

ISO-IEC Guide 51(1999)을 기 로 하 으며, FSRU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안 성 평가를 한 

차와 방법론, 구체 인 요구사항은 U.K HSE의 ‘Safety Case"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안
한 공식안 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FSA) 방법론, 그리고 ABS, DnV, LR 등 유명선

의 련 지침을 참고로 하 다.

본 연구는 련 기술개발  설계와 병행하여 수행되고 구체화될 것이며, LNG FSRU를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안 설계를 한 일반지침으로 제안할 정이다. 

KEY WORDS: system safety 시스템안 , risk 험도, risk assessment 험도평가, risk-based 
design for safety 험도기반 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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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배치된 FSRU와 LNGC에 한 수치해석 비교연구

조석규(한국해양연구원)․성홍근(한국해양연구원)․김철 ( 우조선해양)․정 수(삼성

공업)

The characteristics of side-by-side moored FSRU and LNGC are studied by linear potential 

method; MLINHYDH, WADAM and Hydrostar. The hydrodynamic interaction in gap between 

FSRU and LNGC occurs and the gap flow affects the behaviors of FSRU and LNGC. The gap 
flow is the result of flow in narrow gap. The gap flows can be divided three modes. There are 

the longitudinal sloshing mode, transverse sloshing mode and vertical pumping mode.

There are the numerical methods to solve the gap flow problem. The linear potential method is 
the popular one and the viscous CFD method based on Navier-Stokes equations is also used. 

The problem is the exaggeration of gap flow. This overestimated results also have a bad 

influence on the motions and forces of FSRU and LNGC. The reasons are the neglect of viscous 
effect and body motions. The flow in narrow gap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viscous and body 

motions. The linear potential method cannot include the viscous and body motions exactly. 

Although CFD method can consider viscous and body motions, the use is limited to very simple 
cases because needs powerful computing power and long time. To predict the gap flow from an 

engineering perspective, the proper modeling method needs. The comparative study is performed 

before developing the model. The features and problem of well known linear potential methods; 
MLINHYDH, WADAM and Hydrostar are analyzed. The effect of gap flow on the hydrodynamic 

coefficients, motions, exciting forces and drift forces is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s are analyzed according to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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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계  부유체 연성거동을 고려한 계류삭 피로해석

김병완․홍사 ․성홍근․홍석원 (MOERI/KORDI)

This paper numerically investigates fatigue life of mooring lines of a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system based on coupled analysis of floating body and mooring system. 
Hydrodynamic coefficients & forces of floating body are calculated using HOBEM (Higher 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and time domain equation is formulated using convolution. FEM 

(Finite Element Method) was applied to formulate nonlinear discrete equation of catenary 
mooring system and Newmark integration is used in time marching. Coupled solution is 

obtained by finding iteratively compatibility at fairleads. After solving coupled equation, mooring 

line tensions are obtained. Then, fatigue damage component can be calculated in a statistical 
manner using design rules such as API-RP-2SK with signal analysis such as FFT, filtering, 

zero-upcrossing, etc. By combining damage components, total damage is calculated and fatigue 

life is finally obtained. Three methods such as SS (Simple Summation), CS (Combined Spectrum) 
and CSDNV (Combined Spectrum with Dual Narrow Band) are applicable in combining damage 

components. A 315 meter long FSRU moored with nine catenary chains is analyzed for numerical 

example. Mooring line tensions are calculated by using developed coupled solver in given sea 
states. From the tension results, fatigue lifes are calculated based on SS, CS and CSDNV and 

their results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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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ret 계류된 FSRU의 선수각 유지 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eading control of turret moored FSRU 

김영식, 성홍근, 김진하, 홍석원(한국해양연구원) 

Young-Shik Kim, Hong-Gun Sung, Jin-Ha Kim, Seok-Won Hong(MOERI/KORDI) 

 

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FSRU) is a new concept for floating offshore gas supplying plant 
units. FSRU has some benefits compared to onshore re-gasification plats like small environmental impact on 
seashore, high securities on neighborhood residence area and low initial cost. With these high points FSRU is 
expected as a new market for shipbuilders. Recently MOERI (former KRISO) has studied on conceptual design 
of FSRU through a collaborative national research project with Korean Shipbuilders (DSME, SHI, HHIC, STX), 
KR and KOGAS. As a result of this study, a turret moored FSRU concept was derived. It is well known that 
turret moored vessels tend to have fish tailing (or slewing) motion. This fish tailing motion may cause a 
considerable decrease in working time during re-gasification and gas loading process because of excessive roll 
motion, sloshing in the LNG containment tank, possible collision between FSRU and LNGC and also 
discomfort for the crew. In order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 heading control system for turret moored FSRU 
i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heading control system is composed of motion estimator, controller and thruster 
system. Three azimuth thrusters are equipped on aft part of the vessel. The environmental forces acting on 
floating vessel induce two distinct kinds of motions; high-frequency and low-frequency motions. High-
frequency motions are mainly induced by waves so they have nearly same frequency range with wave spectrum. 
Low-frequency motions are caused by wind, current and wave-drift forces. The controller cannot directly 
compensate all motions of floating vessel. Low-frequency motions could be suppressed by control system 
because an enormous amount of power is required to compensate high-frequency motions. That is the reason 
why the control system should have a motion estimator or a filtering algorithm in the control loop which 
separates low-frequency motions and high-frequency ones from the vessel motions. In this study, Kalman 
filtering technique is applied to perform such task. In the present paper, a PD controller and RMA (Resolved 
Motion and Acceleration) controller are used as a heading control algorithm for FSRU. And modified I 
controller is introduced to suppress steady state errors. Minimum power consumption algorithm is used in the 
thruster system to allocate thrust for each azimuth thruster. An experimental study on heading control of FSRU 
was conducted in ocean engineering basin of MOERI/KO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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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각형 주상체의 운동에 미치는 

슬로싱모드의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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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Sloshing Mode on the Sway Motion
of Two Rectangular Cylinders 

        

Dong-Young Lee*, Yun-Ho Kim**, Hong-Gun Sung*** and Hang S. Choi**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Geoj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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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loshing 슬로싱, Multi-modal method Multi-modal 방법, Two floaters 두 부유체, Sway motion 횡 방향 운동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how the sloshing modes affect the sway motion of two rectangular tanks in regular waves. 
Experiments are performed for two models, which are firmly connected with different drafts and filling ratios. It is an extension of the 
work for a single tank. Our particular interest lies in the violent sloshing case which occurs when the smaller model has a shallower 

water depth. From the previou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single dominant approach needs to be modified as the water depth inside 
the cylinder becomes lower. As a firs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multi-mode dominant methods, the two-mode dominant method is 
considered. When the water height in the smaller model is comparatively high, two numerical approaches-single and two-mode dominant 

methods agree fairly well with experiments. However, as the water depth is getting smaller in the smaller model, the sloshing becomes 
violent and the two-mode dominant method describes it better to a limited extend.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higher modes must be included to predict the violent sloshing motion more precisely within the framework of potential theory.

1. 서    론  

 

지속 인 에 지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에 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세계 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석유 기반의 화석

연류를 체할 수 있는 재생 에 지는 그 개발의 필요성은 리 

인식되어 있지만 지 까지의 실 은 만족할 만한 수 이 아니

다. 화석연료 에서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여러 이 을 지

니고 있다. 즉, 천연가스는 환경 오염 물질, 특히 탄산가스를 

게 배출하고, 지구상에는 여 히 충분한 매장량을 지니고 있다

는 에서 그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가 략 600 분

의 1로 어드는 특성이 있다. 재 천연가스의 효과 인 운송

을 해서 천연가스를 액화 시킨 후 LNG 운반선으로 생산지에

서 소비지까지 운송한다. 이때 액화된 천연가스는 탱크 내에서 

선체의 운동에 의하여 출 거리는 슬로싱 유동을 하게 된다. 슬

로싱은 탱크 벽에 손상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선박의 움직

임에도 향을 다. 특히 LNG-FPSO와 LNG-FSRU와 같은 

LNG와 련되어 새로이 등장하는 형 구조물은 기존의 LNG 

운반선과 달리 지정된 치에서 작업을 수행해며, 작업하는 동

안 탱크 내 수 가 계속 변하게 된다. 따라서 안 한 LNG 처리 

 하역 작업을 해서는 탱크 내 슬로싱이 부유체의 운동에 미

치는 향을 엄 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슬로싱문제를 우선 단순한 실험  방법으

로 근하고자 하 다. 즉, 2차원 수조에서 사각형 형상의 흘수

가 다른 두 모델을 단단히 연결한 상태에서 탱크 내부의 수 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하나의 슬로싱 모드가 지배 이라 가정하는 Single 

dominant multi-modal 방법에 기반한 수치 결과와 비교하 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자들의 2010년 논문에 수록되어 있

다 (이동  등, 2010). 선행 연구 결과에서 실험 시 탱크 내부 유

동이 격렬하게 나타날 때에는 자유수면이 깨지거나 유체가 탱크 

천장을 치는 상이 찰되었다. 이러한 경우 Single-dominant 

multi-modal 방법은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른 수치 결과를 제공하

다. 보다 실제와 일치하는 수치 결과를 얻기 해서는 슬로싱

모드의 변화에 한 엄 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하나의 슬로싱모드가 지배 이라는 가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수치  근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한 첫 단계로  

두개의 슬로싱 모드가 지배 이라는 Two mode dominant 방법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에 기반한 수치 코드를 작성하여 수치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하 다.

2. 실험적 접근 

2.1 실험 구성  

슬로싱이 선박의 움직임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서 문

제를 2차원으로 단순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서울

학교 2차원 수조에서 수행하 다. 이 수조는 길이 20m, 폭 

0.5m, 깊이 1.0m이며, 피스톤 타입의 조 기가 갖추어져 있다. 

실험은 규칙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입사 는 장( λ)과 고

( )의 비를 기본 으로 1/40로 유지시켜주나 고가 무 큰 

주 수 역과 고가 무 작은 고주 수 역에서는 일부 

조정해주었다. 실험  모델이 표류되는 것을 막기 해 스 링 

계수 34.6N/m를 지닌 스 링 시스템을 양 으로 설치하 다. 

횡 방향 운동의 변 는 비디오카메라로 계측하 으며, 체 구

성은 Fig. 1과 같다.

Fig. 1 Experimental Setup

 

 모델은 기본 모델과 작은 모델 두 가지를 선택하 으며, 두 

모델의 제원은 동일하나 작은 모델의 흘수는 기본 모델의 1/2이

다. 두 모델은 단단히 연결된 상태로, 수조 에 설치된 일을 

따라 횡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설치하여 모델은 수평운동만 보이

도록 하 다. 실험 모델의 제원  기타 자세한 실험 내용은 

2010년 논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동  등, 2010). 

2.2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앞서 실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하 는데, 그 결과는 Rognebakke와 Faltinsen이 

2003년에 발표한 단독 실험 결과와 체로 잘 일치하 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모델과 작은 모델을 연결하여 비 실험  본 

실험을 수행하 다. 비 실험은 기본 모델 두 개를 연결하여 

두 모델이 모두 비워져 있는 경우와 모두 50% 물을 채운 경우

에 해서 수행하 다. 비 실험 결과는 아래 Fig. 2와 같다. 

Fig. 2 Sway transfer function for the two base models

두 모델이 비워져 있는 경우에는 입사 의 주 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평운동의 달함수 값은 단순 감소한다. 반면에 두 모델 

모두에 물을 50% 채운 경우에는 기본 모델의 고유 주 수 

8.62rad/s에서 달함수 값이 0에 가까워 졌다가 그 후에는 크

게 증가한 다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Rognebakke와 Faltinsen이 2003년에 단일 모델로 실험한 결과

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탱크 내부 유동에 의한 슬로싱 힘이 

고유 주 수 후에서 상이 180도 변하면서 발생하는 상이

다 (Rognebakke 등, 2003). 실험 결과로부터 이러한 슬로싱 힘

의 향은 두 모델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실험을 거친 다음 본 실험을 수행하 다. 모든 

경우 기본 모델의 내부 탱크에는 물을 50%만큼 채우고 작은 모

델의 내부 탱크는 18%, 24%, 30%씩 차례 로 채우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비교를 해서 작은 모델에 물을 채우지 않고 실험

을 하 으며, 이 값은 조군으로 활용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smaller model with different  

      filling ratios connected to the 50% filled base model

작은 모델의 탱크에 물을 18%, 24%, 30%씩 채우면, 해당되는 

첫 번째 고유 주 수는 각각 5.83rad/s, 6.58rad/s, 7.16rad/s이

다. 각 경우 입사  주 수가 고유 주 수보다 약간 큰 에서 

달함수가 국부 으로 최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은 모델의 경우 모델 길이( )에 비해 탱크 물 높이( )가 상

으로 낮은데, 이 값은 critical depth에 해당하는  

   값보다 낮다. 이 때 내부 유동은 가 깨지거나 



탱크 천장을 치는 등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Faltinsen and Timokha, 2009).   

탱크 내부의 수 가  낮아짐에 따라 지배 인 슬로싱모드

의 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를 엄 히 추정하기 해서는 단일모

드 근법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지배  모드의 수가 2개로 

가정한 기법이 슬로싱 상을 보다 사실 으로 기술하리라 견

하 다. 

3. 수치적 접근

3.1 외부 유동  

시간 역에서 다른 방향의 운동은 없다고 보고 횡 방향 운동

만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Eq. 1과 같다 (Rognebakke and 

Faltinsen, 2003).

∞








     
tan 

  모델자체의무게 내부탱크의물무게제외 
∞ 무한대주파수에서횡방향부가질량
  점성감쇠계수
  선형스프링계수
    기억기억함수
  파강제력

tan  내부탱크의슬로싱에의해받게되는힘
  레일에의해모델운동에가해지는마찰력

        (1)

여기서 시간 기억 함수  는 부가 질량 는 감쇠 계수로

부터 Eq.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Ogilvi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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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2)

부가 질량 계수, 감쇠 계수와  강제력은 잘 알려진 수치 해

석 로그램을 통하여 구하 다. 시각 기억 함수는 수치  해석

의 안정성을 해서 감쇠 계수로부터 구하 다. 본 과정의 유효

성을 확인하기 해 슬로싱 힘이 포함되지 않은 단일 모델에 

하여 계산하 는데,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 다.

3.2 내부 유동  

선행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드가 지배 이라는 Single 

dominant multi-modal 방법에 해서 서술하 다. 본 연구에서

는 두 가지 모드가 지배 이라는 Two mode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채택하 다. 여기서부터 Two mode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편의상 “Model 2 방법”으로 기

술하 다.

포텐셜 유동에서 탱크 내부의 가 깨지지 않고 탱크 천장까

지 가 발달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탱크 내부의 자유 표면의 

진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탱크의길이
  자유표면의모드
  자유표면모드의개수

                          (3)

Model 2 방법은 각 자유 표면 모드의 크기가   
  , 

  
  ,    for ≥ 로 두 개의 모드가 지배 인 

크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방정식을 구성하는 무차원화 

된 는  로 정의된다. 탱크 내부 자유 수면에서의 압력에 변

분법 원리를 용하면 슬로싱 힘에 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자세한 유도과정은 Faltinsen and Timokha, 2009 에 잘 기술되

어 있다.). 각 모드의 크기를 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지배방정

식에 삽입하여   이상의 항을 무시하면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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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 포함되는   는 내부 물 높이와 탱크 길이로 정

해지는 값으로 선행연구에서 나온 계식들을 참조하여 구하

다. 매우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므로 mathematical program을 

통해 계수를 정리하 다. 

슬로싱 힘은 에서 구한 각 모드의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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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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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

은 내부 탱크의 물의 무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tan

를 구할 때, 1~6번째 모드의 값을 더하여 구하 고 그 이후의 

모드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로 표기된 modal damping ratio는 critical 

damping 값에 한 각 모드의 damping 비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유체가 탱크 벽면에 경계층을 형성함에 따른 성이 주요 인

자로 작용한다. 이 값은 Keulegan의 층류 감쇠 모델에 한 식

Eq. 6을 이용하 다 (Keulega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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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h

πξ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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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식을 바탕으로 나온 modal damping ratio는 내부 물 탱크

의 높이와 각 모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able 1 Modal damping ratios

Type Base model Smaller model

filling ratio 50% 30% 24% 18%

 i=1 0.0024 0.0028 0.0032 0.0039

 i=2 0.0029 0.0037 0.0042 0.0051

 i=3 0.0032 0.0041 0.0047 0.0058

 i=4 0.0035 0.0045 0.0051 0.0063

 i=5 0.0037 0.0047 0.0054 0.0066

 i=6 0.0038 0.0049 0.0057 0.0069

3.3 수치 결과  

본 에서는 실험 결과와 수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치 

근법들의 유효성  한계에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슬로싱 힘 
tan 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시 분

을 하 고, zero initial condition을    에 용하 다. 이 게 

얻어진 슬로싱 힘은 횡 방향 변 에 한 운동방정식 Eq. 1에 

용된다. 운동방정식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풀

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값은 횡 방향 속도의 제곱에 비

례한다고 가정하 으며,  과  의 값은 비 실험에서 

두 모델의 내부 탱크가 모두 비었을 때의 실험 결과와 수치 결

과를 비교하여 결정하 다.

아래 Fig. 4는 기본 모델 하나만 설치하고 탱크에 50% 물이 

채워져 있는 경우 실험 결과와 수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수

치 결과는 Single-dominant 방법과 Model 2 방법에 기반한 두 

결과를 표시하 다.

 

Fig. 4 Sway transfer function for one 50% filled base model

비록 수치 결과들이 9.0rad/s 이상의 주 수 역에서 약간 

다르지만 두 수치 결과 모두 실험 결과와 체 으로 잘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인다. 고주 수 역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항에 한 고려가 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본 모

델에 50% 물이 채워진 경우에는 하나의 슬로싱모드가 지배 으

로 나타나므로 두 번째 모드의 향을 엄 히 고려한 Model 2 

방법과 그 치 않은 single dominant 방법이 거의 같은 값을 보

인다. 따라서  값이 0.5일 때에는 single dominant 방법도 슬

로싱 힘을 제 로 산출할 수 있다.

작은 모델에 30% 물을 채운 경우, 실험 결과와 두 수치 결과

를 비교하면 Fig. 5와 같다.

Fig. 5 Sway transfer function for one 50% filled smaller model

 두 수치 결과가 6.0rad/s에서 매우 다른 값을 보이는데, 

Single-dominant 방법과는 달리 Model 2 방법은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각 슬로

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condary resonance란 n번째 슬로싱모드의 주 수와 n번째 고

유 주 수가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공진으로 Eq. 7에서 나오는 

주 수에서 이 상이 나타난다. 

1

tanh( )
tanh( )

n h
n h

σ π
σ π

=
                                  (7)

에 2를 입하여 두 번째 슬로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가 일어나는 주 수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_

1 7.16 / ,    2,    0.2368
6.05 /

rad s n h
rad s

σ
σ
= = =

⇒ =                   (8)

여기서 은 첫 번째 고유 주 수, 은 n-번째 공진, 는 

내부물높이  탱크길이 를 의미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슬

로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가 일어나는 주 수는 근

사 으로 6.0rad/s 이다. 따라서 두 번째 슬로싱모드에 한 엄

한 고려를 해  Model 2 방법은 실제를 잘 반 하는 반면, 



Single dominant 방법은 이 주 수에서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

를 제시하게 된다. 반면에 슬로싱의 두 번째 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를 반 한 Model 2 방법이 보다 유효한 방

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모델에 물을 50% 채우고 작은 모델에는 물

을 30% 채운 경우를 다루었다.

Fig. 6 Sway transfer function for the 30% filled smaller    

      model connected to the 50% filled base model

Fig. 6에서 7.0~7.6rad/s 주 수 역에서 두 수치 결과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값을 보이며, 실험 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모델의 흘수가 차이가 남에 따라 두 모델 사이의 유동

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두 수치 결과 모두 이 gap flow에 한 

엄 한 고려가 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6.0rad/s에서 Single dominant 방법이 실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데 이는 단독 실험에서 나타난 secondary resonance 문제가 두 

모델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Model 2의 

수치 결과가 반 으로 Single dominant 결과보다 실험 결과

와 더 잘 일치하지만 Model 2 한 특정 주 수 역에서는 한

계를 보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지 까지 용한 Multi-modal 

방법들은 내부 유동  모델 사이의 유동이 심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제한됨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사각형 모델의 운동에 미치는 내부 탱크

의 슬로싱의 향을 살펴 보았다. 내부 탱크의 슬로싱 힘을 구

하기 해서는 슬로싱 모드에 한 엄 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

를 하나의 모드가 지배 이라는 Single dominant multi -modal 

방법과 지배 인 슬로싱모드가 둘이라는 Model 2 방법(Two 

modes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 다. 

이 방법들의 유효성  한계를 확인하기 해서 흘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상체에 한 2차원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값이 0.5인 기본 모델에 한 두 가지 해법의 

결과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 다. 따라서  값이 critical depth

에 해당하는 0.3368값 이상일 때에는 탱크 내부의 유동은 하나

의 지배 인 슬로싱모드만 고려해도 어느 정도 측할 수 있음

을 알수 있다. 반면에  값이 상 으로 작은 경우(작은 모델

에 30% 물을 채웠을 시   ), 다른 슬로싱모드의 향

이 커져 Single dominant 방법은 secondary resonance 주 수에

서 한계를 보인다. 이때에는 두 번째 슬로싱모드를 첫 번째와 

등하게 고려한 Model 2 방법이 효과 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모델은 50% 물을 채우고 작은 모델은 30% 

물을 채운 경우 체 으로 Model 2 방법이 더 실을 잘 반

하고 있음을 확인하 으나, 동시에 특정 주 수 역에서는 여

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모델 사이의 유체 역에서 

유동이 격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요망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내부 유동이 더 복잡한 

경우에도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수치 해법에 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모델과 일 사이의 마찰력  두 모델 사이에

서의 복잡한 유동에 한 연구도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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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RU 내부유동 해석을 한 CCUP 기반의 유동해석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 numerical simulation method for the 

internal flow analysis of FSRU based on CCUP scheme

박종천․황성철(부산 학교)․정세민(동경 학교)

J.C. Park․S.C. Hwang(Dept. of NAOE, PNU, Korea)․S.M. Jeong(Dept. of Environment 

system, University of Tokyo, Japan)

움직이는 탱크 내부에 부분 으로 재된 유체가 일으키는 유동 상인 슬로싱(Sloshing)은 각종 

액체 장 탱크 수송 시스템의 안 성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범 한 산업분야에서 

요시 되고 있다. 특히, LNG 터미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는 형 

액체 장 탱크를 가지고 있어 슬로싱의 문제가 요하다.

슬로싱 해석은 자유표면을 포함하는 물리 상으로 비선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치  해석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를 해 SOLA-VOF법(Hirt and Nichols, 1981), Level-Set법

(Sussman et al, 1994), 도함수법(Miyata and Park, 1995)등의 Eulerian 방법과 SPH법

(Monaghan, 1988)과 MPS법(Koshizuka and Oka, 1996)등의 Lagrangian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수치  근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 , 류항의 이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확산을 개선하

기 한 수치기법으로 각 계산 의 물리량과 공간구배를 이용하는 CIP(Cubic Interpolated 

Propagation or Constrained Interpolation Profile)법(Takewaki and Yabe, 1987)이 있다. 일반

으로 류항에서 3 에서 5  사이의 정보를 이용하지만 CIP법은 인  2 의 정보만으로 3차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다. Yabe(1991)가 모든 류항에 CIP법을 용하고,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을 동일한 지배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다상류(Multi-phase)의 해석 기법인 CCUP(CIP- 

Combined Unified Procedure)법를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LNG FSRU 액체 장 탱크의 슬로싱 상에 의한 자유표면의 거동, 기체  

액체의 유동과 이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유체 충격 하 의 정확한 측을 하여, CCUP 기반의 

3차원 비압축성 성유동 수치해석기법을 개발하 다. Navier-Stokes 방정식의 류항에는 

RCIP법이, 자유표면의 거동 해석에는 THINC-WLIC법이 사용되었으며, MAC형의 알고리즘인 

Fractional Step법을 채택하 다. 개발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붕괴 문제와 슬로싱 문제

를 해석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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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RU 계류선의 지반 정착을 한 석션 앵커의 

수평 하  지지력 산정기법 연구
김수린

*
․추연욱

*
․김동수

*

*KAIST 건설  환경공학과

Horizontal Capacity of Suction Anchors for Stabilization 
of FSRU Mooring Line

     

Su-Rin Kim*, Yun-Wook Choo* and Dong-Soo Kim*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IST, Daejon, Korea  

                              
   

KEY WORDS: Suction anchor, Clay, Lateral loading,, Horizontal Capacity

ABSTRACT: 석션 앵커는 내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지 에 설치하는 기  형식으로, 앵커의 크기  설치 수심에 제약을 받
지 않는다. 이러한 이 은 다양한 해양구조물에 용되며, FSRU 계류선의 지반정착부로 극 활용될 수 있다. FSRU의 계류를 

해 석션 앵커가 사용될 때, Catenary 형식의 경우 수평하 이 지배 인 요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평하 에 의한 지지
력산정  석션 앵커의 거동 분석을 목표로 하 다. 성토 지반에 정착된 석션 앵커의 수평하 에 한 지지력을 Aubeny 등 
에 의해 제안된 간편법을 용하여 검토하 다. 한 이론 인 지지력을 상용 FEM 해석 시뮬 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수평 방
향 지지력 거동을 분석하 다. 

1. 서    론  

석션 앵커는 내·외부의 압력차를 이용하여 지 에 입하므

로 해상에서의 설치가 용이하고, 크기  설치 수심에 있어 제

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해의 석유시추선과 같은 해양 구조물

의 지반정착을 해 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의 기간 시

설 등이 내륙공간의 부족, 사회  기피 등으로 인근 해상의 부

유식 구조물로 고려되고 있다. FSRU도 이러한 시설 의 하나로, 
해상에 반 구 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계류를 한 보다 안

정 인 지반 정착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 

석션 앵커는 효과 인 안이 될 수 있다. FSRU계류선이 

Catenary 형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지반 정착부에는 수평하 이 

지배 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석션 앵커

가 FSRU 계류의 지반정착부로 사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석션 

앵커의 수평 지지력을 검토하 다.
수평 하 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써 Bang 등(2002)이 제안한 

mobilized friction angle을 이용한 방법과 Andersen 등(1999)이 

제안한 3차원 한계 평형 모델법, Murff 등(1993)에 의해 제안된

상한계 정리를 이용한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평 하

 지지력을 산정하기 해서는 다양한 지반 정수를 정확히 알

아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정확한 

값을 측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성토 지반을 상으로 하여, 하 이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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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에 따른 석션 앵커의 수평 하 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Aubeny 등에 의해 제안된 간편화된 상한계 방법

(Simplified Upperbound Method) 을 사용하여 하  작용   석

션 앵커 형상에 따른 지지력을 산정하 다. 상용 FEM 해석 

로그램인 PLAXIS를 사용하여 동일 조건을 시뮬 이션 하여 지

지력을 비교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석션 앵커의 파괴 거동

Murff와 Hamilton(1993)은 비배수 조건 하에서 가해지는 수평 

하 에 한 석션앵커의 괴 거동을 Fig.1 (a)와 같이 세 역

으로 나타냈다. 지표 부근의 얕은 깊이에서는 주동·수동 토압

에 의해 기 형태의 괴가 일어나며, 그 으로 앵커 주변 토

체의 흐름에 의한 유동 역(Randolph and Houlsby, 1984)이 형

성된다. 선단부에 형성되는 괴면은 앵커의 회 으로 인하여 

일반 으로 구형의 형태를 이루고, 회  심의 치에 따라 형

상이 결정 된다. 이 게 가정된 괴 거동에 하여 계산 되어

지는 극한 하 은 기의 크기나 토체의 속도를 비롯하여 앵커

의 회  심, 수평 이동속도와 수직 이동속도의 비 등 여러 개

의 변수를 포함하므로 그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본 연구에서는 Aubeny 등(2003)에 의해 제안된 간편화 된 방

법을 사용하여 석션 앵커의 거동을 분석하 다. 앵커의 수평 지

지력은 주면 항력과 선단 항력의 합으로부터 구성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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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ailure mechanism assumed by Murff et al.(1993)
 (b) simplified analysis by Aubeny et al.(2001)

에 해서는 다음 에서 설명하 다. 이 방법에서는 극한 하

을 계산하기 해 필요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개(회  심

 )로 나타내었다.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기 형태의 괴면

과 유동 역에서의 흙의 수평 항력을 계수( )를 통해 간

단히 나타내었으며, 선단부에서 발생하는 구형의 괴면을 가

정하 다. 그림으로 도시화 하면 Fig.1 (b)와 같으며, 가상일

의 원리를 용하여 극한 하 을 계산할 수 있다.  

2.2 석션 앵커의 수평 저항력

지 에 입되어있는 석션 앵커의 수평 방향에 작용하는 단  

면 당 항력(, kPa)은 지반의 비배수 강도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tlock, 1970; Reese et al., 
1975; Murff et al., 1993)

   ′                                     (1)

여기서,  는 무차원의 계수이며, 상재하 (′  ,kPa)은 앵

커 후면부에 인장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생략될 수 있

다.
Murff와 Hamilton (1993) 은 다양한 매개변수 연구를 통해 

 값을 제안하 으며, 이 에 제안된 경험식 모델에 의한 값 

(Matlock, 1970; Reese et al., 1975)  원심모형시험에 의한 

값(Hamilton et al., 1991) 과 비교하여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

로 지반의 강도가 깊이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조건 하에서, 
식(2)와 같이, 임의 깊이에 따라 값을 얻는다.

   exp                            (2)

 와 는 각각 석션 앵커의 직경(m)  지반의 해  면으로 

부터의 깊이를 나타내며, 과 는 Randolph와 Houlsby 
(1984) 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앵커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curve fitting factor)는     의 

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kPa)와 

(kPa/m)은 각각 지표면에서의 비배수 강도와 단  깊이 당 

비배수 강도의 증가 비를 나타낸다.

                                 (3-1)
                              (3-2)

Fig. 2  Velocity Field at failure state (Aubeny et al., 2001)

2.3 주면 저항력

수평 하 을 받는 앵커가 회 하며 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회  심을 기 으로 한 가상의 각속도를   라고 하면, 깊이에 

따른 석션 앵커의 이동 속도는 선형 계를 보인다.

                                         (4)

여기서,  는 해 면 으로부터 회  심까지의 거리(m)이
며 (m/s)는 해 면 에서의 속도이다. 내부(가상)일은 앞서 

소개된  를 이용한 수평 응력과 각 깊이에서의 속도, 요소 면

의 곱으로써 계산할 수 있으며, 주면 항력에 의한 내부 에

지 소산율(  )은 분을 통해 앵커의  길이에 하여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2.4 선단 저항력

앵커의 직경과 길이의 비()가 크지 않은 짧은 이슨의 

경우, 선단에서 발생하는 항력은 주면 항력과 함께 요한 

역할을 한다. 앵커의 회 으로부터 형성되는 단 괴면은 구형

의 궤 을 이루며, 선단 항에 의한 에 지 소산율(  )은 주

면 항력과 마찬가지로 토체의 미끄러짐 속도와 해당 지 에서

의 비배수 강도, 요소의 면 을 곱하여 얻을 수 있다.

 












sin 
   sin 

sinsin cos sin  
    

(6)

여기서,  = 앵커의 반지름 (m)
         = 회  심으로부터 선단면까지의 거리 (m)



         = 괴 구면의 반지름 =   (m)
          = 0 부터 sin 사이의 각  (rad)

식(6)은 회  심이 앵커 내부에 치하는 경우에 하여 유

도된 것으로, 앵커의 체 길이에 한 회  심의 치 비

(  )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수평 하 에 의한 앵커의 거동이 순수하게 미끄러지며 

회 하지 않는 경우, 즉 회  심의 치가 무한한 지 에 존

재하는 경우에 한 에 지 소산율(  )은 선단 지 에서의 비

배수 강도와 앵커 면의 넓이, 속도의 곱으로 계산되며, 식 (7)
과 같이 간단하게 표 할 수 있다.

      
                             (7)

2.4 극한 지지력의 산정

앞서 계산한 앵커의 주면부와 선단부 에서의 내부 에 지변화

는 가상일 원리에 의하여 외부에서 유발된 에 지 변화와 일치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상의 속도 는 상쇄되어,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8)

식(8)을 통해 얻어지는 는 수평 지지력의 상한 값이며, 앵
커의 회  심 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최소화 하는 

에 하여 극한 지지력을 평가할 수 있다.

3. 수치 해석

이론해로부터 얻어진 값과의 비교를 하여, 상용 FEM 해석

로그램인 PLAXIS 3D Foundation 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

행하 다. Mohr-Coulomb 모델을 용하여 비배수 조건에 하

여 해석하 으며, 입력된 지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마찰각을 

갖지 않는 성토 지반을 상으로 하 으며, 표면에서의 비배

수 강도가 0.1kPa, 깊이에 따라 1.25kPa/m 씩 증가하는 정규 압

 토 지반을 가정하 다.
석션 앵커는 같은 직경을 갖되, 서로 다른 길이를 갖는 세 개

의 경우(L/D = 1.5, 2, 2.5)에 하여 각각 수행하 다. 지반은 

××m의 크기를 갖으며, 수심은 50m인 것으로 모델

링 하 다.
하 의 작용 에 따른 수평 지지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Table 1 석션 앵커와 지반의 입력 물성

Suction Anchor Soil PropertiesA B C
D (m) 5 5 5  (kPa) 0.1 + 1.25z
L (m) 7.5 10 12.5 ′(kN/m3) 6.5
 (kN/m3) 58.5 Ko 0.55
E (kN/m3) 2.1·108  0.3

*D = 직경  L = 길이   = 단 량  ′  = 유효 단 량 E = Young's modulus  Ko = 정지 토압계수   = 포아송 비

     

Fig. 3  수평 하 에 의해 변형된 지반 (PLAXIS, L/D=1.5; d=(2/3)L, 
scaled up 10times)

각 깊이별로 수평 하 이 재하 되는 경우에 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 으며, 최  변 가 직경의 1/10이 되는 지 을 기

으로 하여 극한 하 을 산정하 으며, 수치해석 결과로 얻어

지는 석션 앵커의 작용하 -변  계는 Fig.4 와 같다.

4. 이론 해 및 수치 해석 결과

이론 해를 계산하기 해 사용되는 무차원의 계수  는 앵커

의 거칠기 정도()에 따른 함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값이 각

각 0(smooth)과 1(fully rough)인 경우에 하여 계산하 다. 
이때, 과 는 값이 0인 경우에 9.42와 7.42, 값이 1인 

경우에 11.94와 9.12를 사용하 다. 
계산된 수평 지지력은 Fig. 5 와 같으며, d는 해 면(mudline) 

으로부터 하  지 까지의 깊이이다. L/D의 비가 2.5인 석션 앵

커의 수평 지지력이 가장 크게 산정되었으며, L/D가 2인 앵커의

Fig. 4  수평 하 에 따른 하 -변  곡선 (PLAXIS, L/D=2)



Fig. 5  Simplified Upperbound Method에 의한 수평 지지력

Fig. 6  이론 해와 PLAXIS 결과 값의 비교

약 1.65배, L/D가 1.5인 앵커의 약 3배 정도(최댓값 기 ) 의 값

을 갖는다. 주면 면 의 증가에 비하여 최  수평 지지력의 값

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상 지반의 비배수 강도가 깊이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작용 하 의 깊이가 체 앵커길이의 약 0.7배 되는 지 에서 

최  항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PLAXIS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수평 지지력은 이론 해와 함께, 
Fig. 5에 비교하 다. 세 경우의 석션 앵커에서 공통 으로 수치

해석에 의한 지지력이 크게 산정되었다. 이것은  PLAXIS 로그

램 상에서 앵커를 모델링하기 해 원형 일을 만들지만, 생성

되는 요소들(volume, plate and interface elements)은 곡면을 이

루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등방성의 문제와, 괴 거동이 유

발될 때 앵커 주변에 치한 지반 요소의 내부에 응력 이 존재

하여 결과 으로 앵커의 유효 직경을 증가시키는 역할에 의한 

효과(Andersen 등,2009)로 단된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값

과 이론 해의 차이는 L/D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짧은 앵커의 경우, 선단에서의 항력이 체 지지력

의 주요한 요소가 되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 항력의 효

과가 감소하므로 이 두 결과 값의 차이는 주로 선단에서의 지지

력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수평 하 이 작용하는 석션 앵커의 극한 지

지력 산정 방법을 검토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ubeny의 간편법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에서, 하 에 따

라 동일한 변화 경향을 보 으며, 하 (d/L)이 0.7~0.8인 지 에

서 최  지지력을 보 다. 그러나 값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수치 해석 로그램 상에서 발생되는 비등방

성과 앵커의 유효 직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 정규 압  토 지반의 경우, 주면 마찰력의 향으로 L/D

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 항력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3) 이론 해와 수치 해석을 통해 계산된 값의 차이는 L/D 값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두 값 사이의 차이는 선단 지지력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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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주 으로 시행된 ‘해상 LNG 터미

(FSRU)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의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히

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Andersen, K.H. and Jostad, H.P. (1999). "Foundation Design of 
Skirted Foundations and Anchors in Clay",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OTC 10824.

Andersen, L., Edgers, L. and Jostad, H.P. (2009). "Capacity 
Analysis of Suction Anchors in Clay by Plaxis 3D 
Foundation", PLAXIS Bulletin 2008 Oct., pp 5-9

Aubeny, C.P., Murff, J.D. and Moon, S.K. (2001). "Lateral 
Undrained Resistance of Suction Caisson Anchors", Int. 
Journal of Offshore and Polar Eng., Vol. 11, No. 3, pp 
211-219.

Aubeny, C.P., Han, S.W. and Murff, J.D. (2003). "Inclined 



Load Capacity of Suction Caissons", Int. Journal for 
Numerical and Analytical Method in Geomechanics, 27: pp 
1135-1254.

Bang, S. and Cho, Y. (2002). "Ultimate Horizontal Loading 
Capacity of Suction Piles", int. Journal of Offshore and 
Polar Eng. Vol. 12, No. 1, 56-63

Hamilton, J.M., Phillips, R., Dunnavant, T.W. and Murff, J.D. 
(1991). "Centrifuge Study of Laterally Loaded Pile 
Behavior in Clay", Proc. Int. Conference of Centrifuge 
1991, ISSMFE, pp 285-292.

Randolph, M.F. and Houlsby, G.T. (1984). "The Limiting 
Pressure on a Circular Pile Loaded Laterally in Cohesive 
Soil", Geotechnique, Vol. 34, No. 4, pp 613-623.



LNG FSRU 재기화 랜트 설계기술 연구

Design Development of LNG FSRU Regasification Plant 

손 순․김석순․김동 ․윤인수(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Young Soon Sohn, Seok Soon Kim, Dong Hyuk Kim, In Soo Yoon

 (R&D Division, Korea Gas Corporation) 

부유식 LNG 터미 인 FSRU(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의 개념은 육상 

LNG 터미 의 안으로 최근 많은 수의 로젝트가 제안되고 있다. 부유식 LNG 터

미 의 장 은 해상에 설치되는 계로 설치지역의 인허가의 용이성, 건설비의 감 

효과 한 보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의 안 등이 있다. 기존의 LNG선을 FSRU로 개조

한 선박이 최근 세계 인 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안으로 많은 심이 있는 분야이

다. LNG FSRU topside 재기화 랜트의 주요 설비는 LNG 장탱크, LNG booster 

펌 , BOG 압축기를 포함한 기화기 등으로 구성되며 육상 재기화 랜트와 비교하여 

비교  한정된 부지에 설비를 배치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안 거리와 련한 

안  시스템  련 설비의 요구조건이 설계상 고려할 사항이다. 해상에 설치된 장

탱크는 슬로싱에 의한 향으로 장탱크 BOG 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장설비 운  최 화 련하여 LNG FSRU 장탱크의 설계압력을 증가시켜 

BOG 처리설비 설치비  운 비를 감시키는 시도가 발표되고 있다. LNG FSRU에 

사용되는 재기화 장치는 장치설치 면 이 비교  작고 해상 조건에 합한 STV(Shell 

and Tube Vaporizer) 형식의 기화기가 최근 해상 재기화 터미 에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간 송출능력 450만톤 규모의 LNG FSRU topside 재기화 랜트에 

한 설계기 (Basis of Design), BOG(Boil-off gas) 처리시스템, 재기화 장치 등 주요설비

에 한 설계  설비 배치와 련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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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FSRU(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설비)는 해상에서 극저온의 LNG 를 상온의 Gas 로 기화시켜 
소모처로 송부하는 기능을 가진 부유식 설비로 육상의 LNG 인수기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폭발성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위험한 설비이기 때문에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한 고도의 안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게다가 LNG 를 재기화하고 
안전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여러 설비들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운영하는 고도의 안전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LNG FSRU 의 설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며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적인 인력, 운영 경험 그리고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교육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투여되는 많은 교육시간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운전자훈련시스템(Operator Training System, OTS)을 개발하였다.  
 
본 개발과제에서는 Aspentech 社의 HYSYS 와 Emerson 社의 DeltaV DCS 를 이용하여 운전자 
훈련시스템을 구성하였다. HYSYS 를 이용하여 LNG FSRU 의 재기화 공정에 대한 동적 특성을 
모사하였으며, DeltaV 를 활용하여 운전자가 공정화면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감시화면을 구성하였고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TS 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공정의 동적 모사를 통해 1) LNG FSRU 의 전체 운전특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2) 재기화 
설비의 동작과 성능에 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다. 3) 운전 교육을 수행하면서 각종 제어기의 
튜닝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4) 신입사원의 초기 공정 및 계장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다. 
 

 
향후 LNG FSRU 의 시운전 절차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을 수행할 것이며 
기존의 개발기간 동안 대두되었던 1) 화물창 열 교환 및 BOG 발생에 대한 보다 안정된 동적 모사, 
2) 제어시스템과의 향상된 Interface, 3) LNG Loading 과 관련한 시나리오 추가, 4) Glycol Water / 
Steam Heating System 에 대한 추가적 동적 모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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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강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적용 및 균열진전 예측

이치승*․김슬기*․이제명*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Application to ABAQUS UMAT of Viscoplastic-Damage Model for 
TRIP Steel and Prediction of Crack Propagation

Chi-Seung Lee*, Seul-Kee Kim* and Jae-Myung Le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ean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KEY WORDS: Viscoplastic-damage model 점소성-손상모델, TRIP steel TRIP강,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ABAQUS 사용자정
의 서브루틴, Crack propagation 균열진전

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he ABAQUS user defined (material) subroutine, UMAT, is developed based on the viscoplastic-damage 
model for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iy (TRIP) steel such as austenitic stainless steel. To do this, the fully implicit formulation of the 

viscoplastic-damage model is adopted in the stress update algorithm process. The algorithmic moduli method, or algorithmic tangential stiffness 
(ATS) method, especially, is introduced to calculate the nonlinear constitutive equation quickly. Based on ATS method, it could be possible to 
calculate the material nonlinear behavior of complex/huge structures. In addition, in order to realize the material degradation and internal 

damage of TRIP steel, the element weakening method is adopted. The developed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UMAT is compared to the 
crack propagation experiments of TRIP steel plate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1. 서    론 

오스테나이트 (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은 대표적인 변태유

기소성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강으로서 오스

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 (martensite)로의 인위적인 상변태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로 인해 스테인리스강은 다른 금속에

서 찾아볼 수 없는 이차경화 (second hardening)현상, 항복 · 인

장강도 및 인성 · 연성의 향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오스테나이트 → 마르텐사이트 상변태는 온도가 낮을수

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변형률속도 (strain rate)에 따라 

단열효과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스테인리스강에 있어서는 통

상적으로 변형률속도가 높을수록 항복강도는 증가하나 인장강

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매우 복잡한 비선형거동을 나타낸다 

(Park et al., 2010).

TRIP강의 극저온 환경에서의 재료비선형거동 분석을 위한 수

리적 모형은 여러 역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며 (Tomita 

and Iwamoto, 1995), 특히 저자는 TRIP강의 재료비선형거동 뿐

만 아니라 하중이력에 따른 재료내부의 손상을 규명하기 위해 

온도 및 변형률속도 의존 점소성 (viscoplastic)-손상 (damage) 

연계모델 (coupling model)을 제안한 바 있다 (Yo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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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안 모델을 극저온 환경에 노출된 스테인리스강의 온도 

및 변형률속도별 일축인장시험과 비교함으로써 제안 모델의 적

합성 및 유옹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TRIP강의 구성방정식 (constitutive equation) 및 손상

발전방정식 (damage evolution equation)의 우수성에도 불구하

고, 유한요소정식화 (finite element formulation) 과정을 포함한 

개발모델의 유한요소해석으로의 확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1) 복잡한 점소성-손상모델 

기반 유한요소 알고리듬에 대한 이해, (2) 구성방정식 개발 등 

재료비선형 문제의 유한요소정식화, (3) 전산환경의 수월성 등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자에 의해 기 개발 되었으며 역학적 

· 수리적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큰 TRIP강용 점소성-손상모

델을 이산화 및 유한요소정식화함으로써 구조단위의 재료비선

형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다. 기 개발된 모델의 특성 상 음해법 

(implicit method)에 기초한 이산화모델을 제시하되 빠르고 정

확한 전산해석결과 도출을 위해 algorithmic tangential stiffness 

(ATS)법을 활용한다 (Simo and Huges, 1998; Belytschko et al., 

2000). 이를 범용유한요소해석코드인 ABAQUS 사용자정의 (재

료) 서브루틴 (UMAT)에 탑재함으로써 전산환경의 수월성을 확

보한다.

한편, 개발된 ABAQUS UMAT을 통해 스테인리스 강판의 균

열문제를 수치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스테인리스 강판의 균

열시험과 비교함으로써 제안기법의 유용성 및 적합성을 검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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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소성-손상모델

일반적으로 변형률속도는 탄성지배 변형률속도와 소성지배 

변형률속도로 분리 가능하며 그 변형률분리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탄성변형률속도,  는 비탄성변형률속도이다. 탄

성변형률속도는 일반적인 Hooke 법칙의 시간미분 항에서 주어

진다.


            (2)

   

      


          (3)

여기서, 는 전탄 탄성계수,  는 Kronecker함수이다. 비탄성 

변형률 항은 Prandtl-Reuss 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4)

   


          (5)

여기서, 스칼라 는 소성승수 (plastic multiplier) 이며 다음의 

Bodner-Partom 형태의 점소성모델로 표현된다.

  







 




        (6)

여기서, 와 은 재료정수, 는 편차응력의 2차 불변량, 

는 내부변수로 등방경화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정식 형태를 가

지며 이는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다 (Yoo et al., 2011).

                (7)

여기서 은 등방경화율을 조절하는 함수이고, 는 Tomita- 

Iwamoto의 상변태량 추정식이다 (Tomita and Iwamoto, 1995). 

 는 순수 오스테나이트 상에서의 포화응력,  은 순수 마르텐

사이트 상에서의 포화응력을 의미하며, 인장 실험을 통해 가정

된 변수이다.

재료의 성능저하를 기술하기 위한 손상발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odner and Chan, 1986).

 

 
 



         (8)

  
    

         (9)

여기서, 는 내부 손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손상변수, 

  은 재료정수, 
 는 최대 주응력, 

는 응력의 1차 불변

량을 나타낸다. 한편,     을 만족하는데, 실험적 연구

에 의해 일반적인 금속재료는    로 알려져 있다 

(Hayhurst and Leckie, 1977).

3.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모델

본 연구에서는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한다.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 

(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

                (10)

                (11)

응력은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12)

는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3)

또한, 각 증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4)

                   (15)

      

 
 



              (16)

 
                    (17)

ABAQUS는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 Newton-Raphson법을 

이용하게 되므로, UMAT에서 재료 자코비안 행렬 (material 

Jacobian matrix),    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곧 

비선형 점소성-손상모델의 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재료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해진다.




   


               (18)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치계

산의 안정성 확보 및 빠른 계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ATS법을 사용한다. ATS법에 기초한 각 항들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Andersson, 2002).



 


             (19)

    
              (20)

                    (21)

 







 




            (22)

   


 








            (23)

  
  


                (24)

균열의 전파를 모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요소약화법 (element weakening method)을 적용하

였다 (Mishnaevsky, 2007). 또한, 파단기준으로는 임계손상에 도

달한 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 균열을 모사하는, 손상역학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임계손상법 (critical damage method)을 사용

하였다.

ABAQUS UMAT의 알고리즘을 Fig. 1에 보인다.

4. 유한요소해석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극저온 균열진전시험을 보이고 

있다. 한편, 스테인리스 강판의 유한요소 모델과 경계 · 하중조

건을 그림 3에 보인다. 요소의 종류는 8절점 감차적분요소이며, 

요소의 개수는 16,485개이다.

Fig. 1 Algorithm of ABAQUS UMAT

그림 4-5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극저온 균열진전시험 및 수치

해석결과의 비교를 하중-변위 및 균열길이-변위곡선을 통해 보

이고 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113 K 및 223 K의 유한요소

해석결과가 시험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림 5에서 온도가 223 K에서 113 K로 변함에 따라 변형

률속도별 균열발생시점이 역전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변

형률속도에 따른 단열효과 및 상변태량의 변화의 영향으로 나타

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복잡한 균열진전시험에서의 균열발현특

성이 제안한 점소성-손상모델 및 ABAQUS UMAT을 통해 매우 

잘 모사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인리스강용 점소성-손상모델을 기반으로 

ABAQUS UMAT을 구성하였으며 스테인리스 강판의 극저온 하 

균열진전을 예측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b)

Fig. 2 (a) Experimental setup for crack propagation test of 

stainless steel plate and (b) stainless steel plate test 

specimen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stainless steel plate test 

specimen for ABAQUS 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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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crack length and displacement at 

each temperature

(1) 스테인리스강용 점소성-손상모델의 유용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임의의 온도 및 변형률속도에서의 스테인리스강

의 비선형거동 및 스테인리스 강판의 균열진전을 정밀하게 예측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구성방정식 및 손상발전방정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적

용 상의 난점으로 존재하던 유한요소정식화 및 유한요소해석 시

스템을 ABAQUS UMAT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수치안정화 및 

계산시간 · 비용의 절감을 위해 다양한 수치해석적 방법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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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탄소성-손상모델 기반 전산 CTOD 테스트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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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utational CTOD Test Technique based on 
Viscoplastic-Dam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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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Viscoplastic-damage model 점소성-손상모델, Stainless steel 스테인리스강,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ABAQUS 

사용자정의 서브루틴,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균열선단개구변위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ational CTOD test method based on viscoplastic-damage model. In 

general, the ductile crack characteristics such as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fracture toughness can be obtained by CTOD test. However, it 
takes huge time and cost to carry out the experimental environments. Hence, as an alternative method, the simulation based CTOD test 
technique has been studied widely among the computational engineers. In the present study, the ductile crack characteristic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are investigated using the viscoplastic-damage model. In order to consider the phase transformation from austenite to martensite, 
the Bodner-Partom model was modified. Moreover, the material degradation during the CTOD test is calculated using the Boder-Chan damage 
model. The proposed viscoplastic- damage model is formulated as a fully implicit form and implemented to ABAQUS user defined subroutine 

UMAT. The computational CTOD test method is compared to the CTOD experiment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1. 서    론 

재료의 파괴인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균열선단개구

변위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CTOD) 테스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CTOD 테스트에 있어, 개구변위가 작을수록 재

료의 파괴인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Anderson, 1995). CTOD 

테스트는 주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Amstutz et al., 

1995),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 시간의 투입이 요

구되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전산 CTOD 테스트와 관련된 연구

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동학, 강기주, 1999; Younise et al., 

2010).

전산 CTOD 테스트 기법은 주로 파괴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균열선단에서의 응

력분포를 매우 정확히 밝혀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

초 균열발생의 위차와 양이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점, CTOD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실험 데이터가 전산 CTOD 테스트의 입

력자료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는점 등과 같은 단점 또한 동

시에 존재한다 (Sutto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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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성재료의 파괴에 있어서, 파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 (voids) · 슬립 (slip)의 성장 (growth) 및  병합 

(coalescence)과 같은 현상을 고려하여 파괴 거동의 정밀한 평가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중에 따른 재료 내부의 결함을 상태변

수로 표현하는 역학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의 제안학문으

로서 손상역학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나아가, 오스테나이트 (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대

표적인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강의 경우, 극저온 환경에서 다른 금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차경화 (second hardening)현상, 항복 · 인장강도 및 인성 · 연

성의 향상이 나타나며, LNG (Liquified Natural Gas) 운반선과 

같은 (극)저온 액화가스의 운송 · 저장용기의 주요 재료로 사용

되고 있다. 이들 재료의 파괴 특성을 CTOD 테스트를 통해 평가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극저온 시험 환경의 구축에도 많은 

인적 · 물적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서 

손상역학에 기초한 전산 CTOD 테스트 기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에 의해 개발된 TRIP강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steel)용 점탄소성-손상모델 (Park et al., 2010; 

Yoo et al., 2011)을 기반으로 전산 CTOD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

다. 전산환경 구축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범용유한요소해석프로

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으며, 점소성-손상모델의 유한요소 

적용을 위해 ABAQUS 사용자정의 서브루틴의 일종인 UMAT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스테인리스 강으로 구성된 ASTM E-1290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규격의 CT (compact test) 시험편에 대한 수치실험 (numerical 

experiment)을 수행함으로써 제안기법의 유용성 및 적합성을 검

증한다.

2. 점소성-손상모델

일반적으로 변형률속도는 탄성지배 변형률속도와 소성지배 

변형률속도로 분리 가능하며 그 변형률분리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탄성변형률속도,  는 비탄성변형률속도이다. 탄

성변형률속도는 일반적인 Hooke 법칙의 시간미분 항에서 주어

진다.

            (2)

   

      


          (3)

여기서, 는 전탄 탄성계수,  는 Kronecker함수이다. 비탄성 

변형률 항은 Prandtl-Reuss 법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4)

   


          (5)

여기서, 스칼라 는 소성승수 (plastic multiplier) 이며 다음의 

Bodner-Partom 형태의 점소성모델로 표현된다 (Bodner, 2002).

  







 




        (6)

여기서, 와 은 재료정수, 는 편차응력의 2차 불변량, 

는 내부변수로 등방경화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정식 형태를 가

지며 이는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다 (Yoo et al., 2011).

                (7)

여기서 은 등방경화율을 조절하는 함수이고, 는 Tomita- 

Iwamoto의 상변태량 추정식이다 (Tomita and Iwamoto, 1995). 

 는 순수 오스테나이트 상에서의 포화응력,  은 순수 마르텐

사이트 상에서의 포화응력을 의미하며, 인장 실험을 통해 가정

된 변수이다.

재료의 성능저하를 기술하기 위한 손상발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odner and Chan, 1986).

 

 
 



         (8)

  
    

         (9)

여기서, 는 내부 손상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손상변수, 

  은 재료정수, 
 는 최대 주응력, 

는 응력의 1차 불변

량을 나타낸다. 한편,     을 만족하는데, 실험적 연구

에 의해 일반적인 금속재료는    로 알려져 있다 

(Hayhurst and Leckie, 1977).

3. 유한요소정식화 및 ABAQUS UMAT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정식화 과정을 수행한다. 변형률 증분과 시도응력 

(trial stress)은 다음과 같다.

                (10)

                (11)

응력은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12)

는  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3)

또한, 각 증분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4)

                   (15)

      

 
 



              (16)

 
                    (17)

ABAQUS는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 Newton-Raphson법을 

이용하게 되므로, UMAT에서 재료 자코비안 행렬 (material 

Jacobian matrix),    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곧 

비선형 점소성-손상모델의 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재료 자코비안 행렬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해진다.




   


               (18)



자코비안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치계

산의 안정성 확보 및 빠른 계산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ATS법을 사용한다. ATS법에 기초한 각 항들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Andersson, 2002).

 


             (19)

    
              (20)

                    (21)

 







 




            (22)

   


 








            (23)

  
  


                (24)

균열의 전파를 모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본 

논문에서는 요소약화법 (element weakening method)을 적용하

였다 (Mishnaevsky, 2007). 또한, 파단기준으로는 임계손상에 도

달한 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 균열을 모사하는, 손상역학에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임계손상법 (critical damage method)을 사용

하였다.

ABAQUS UMAT의 알고리즘을 Fig. 1에 보인다.

Fig. 1 Algorithm of ABAQUS UMAT

4. 수치 실험 및 결과

Fig. 2는 전산 CTOD 테스트를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보이고 

있다. 시편의 규격은 62.5 × 50 × 25 mm
3 이며 재질은 SUS 

304L이다. 균열 길이와 시편 너비의 비율은 0.5이며, 이는 

ASTM E-1290의 규격을 따른 것이다 (ASTM, 2010). 요소의 종

류는 8절점 감차적분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요소의 개수는 

11,892개이다. 균열 주위의 최소 요소 크기는 1 × 1 × 4 mm
3

이다.

유한요소모델의 경계/하중조건은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하부 hole은 모든 축에 대해 병진구속하였으며, 상부 hole은 y

축 방향으로 변위제어하였다. 변위속도는 0.5 m/min, 변형률

속도는 1.33E-04 s
-1이며, 제어변위는 30 mm이다.

Fig. 3은 110 K 온도환경에서의 CTOD 수치 실험 결과를 보

이고 있다. 비록 비교검증 대상으로서의 CTOD 시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하중-개구변위의 곡선형태는 일반적인 형태의 

하중-개구변위 곡선 (Anderson, 2005)과 매우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4는 최대변위 30 mm에서의 유효응력 분포를 보

이고 있다.

Fig. 2 FE model of CTOD test specimen

Fig. 3 Relationship between force and opening displacement at 

110K



Fig. 4 Effective stress contour of CTOD test specime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점소성-손상모델을 기반으로 전산 CTOD 테스

트 기법을 구축하였으며 SUS304L CTOD 시험을 전산 모사하였

다.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테인리스강용 점소성-손상모델의 ABAQUS UMAT 구

축을 통해 전산 CTOD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하중-개구변위 및 유효응력 분포 등의 정량적 · 정성적 수

치 실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극저온

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실제 CTOD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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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경화 및 변형률 속도 경화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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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global study trends of material behaviors are investigated regarding static and dynamic hardenings and final 
fractures of marine structural steels. Especially, after reviewing all papers published in the 4th and 5th ICC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ision and Grounding of Ship), the used hardening and fracture properties are summarized explicitly presenting material properties. 

Although some papers have tried to employ new plasticity and fracture models, it is obvious that most papers still employed ideal 
hardening rule such as perfect plastic or linear hardening and simple shear fracture criterion with assumed value of failure strain. HSE 
(2001) presented pioneering study results regarding temperature dependency of material strain hardening at the various level of 

temperatures, but did not show strain rate hardening at intermediate or hight strain rate ranges. Nemat-Nasser and Guo (2003) carried 
out fully coupled tests for DH-36 steel: strain hardening, strain rate hardening, and temperature hardening and softening at multiple 
steps of strain rates and temperatures. Main pillars of this paper are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of strain and strain rate 

hardening. In addition, the procedure and methodology to derive material constants for static hardening constitutive equations of Ludwik, 
Hollomon, Swift, and Ramberg-Osgood and for dynamic hardening constitutive equations of power, Cowper-Symonds and Johnson-Cook.

1. 서론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선체 및 부가물 (hull and 

appurtenance structures)의 경우 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강

재 (통상 선급 강재로 칭함)를 사용하지만, 해양 플랜트 상부 

구조(topside structure)의 경우 API강재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

한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의 등급은 통상 초기 항복 강도 

(initial yield strength)에 따라 연강 또는 고장력강으로 분류되

고, 충격 인성에 따라 등급 (steel grade)이 결정된다. 선박의 운

항 해역 또는 해양 플랜트의 설치 해역이 극지 (arctic area)일 

경우 선박의 중앙부 (midship section)는 저온 인성이 높은 강

재를 사용해야한다.

재료로서 강재의 특성은 사용 온도에 따른 인성에만 국한되

어서는 안되고, 정적 경화 (static hardening) 특성, 동적 경화 

(dynamic hardening) 특성, 파단 (failure or fracture) 특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상온 또는 저온에서 강

재는 연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경화로 통일하여 지칭). 정적 경

화는 변형률 경화 (strain hardening)를, 동적 경화는 변형률 속

도 경화 (strain rate hardening)를  의미한다. 쇄빙선과 같은 

극지 선박은 유빙, 평탄빙, 빙맥과의 충돌 하중으로부터 구조물

의 저항 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적 관점에서 사용 강재의 정적/동적 경화 및 파단

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LNG FPSO와 같은 해양 플랜트의 경

우 극저온 슬로싱 충격 하중을 받는 화물창, 폭발 하중에 의한 

방폭 격벽 (blast wall) 또는 상부 구조 설계를 위해서도 정적/

동적 경화 및 파단 예측 기술을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해양 분야의 정적/동적 경화 예측 및 파

단 예측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연구 동

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및 2010년에 

개최된 제4회 및 제5회 ICC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ision and Grounding of Ship)의 연구 현황을 재료적 관점

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기타 문헌

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은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의 정적 및 

동적 경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파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지면 관계로 본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2. 연구 현황

2.1 ICCGS 논문 검토

구조물 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조물의 준정적 및 

동적 탄소성 거동과 파단을 연구한 사례는 ICCGS에서 집중적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충돌, 좌초, 폭발과 

같이 대변형과 대변형률을 동반하는 문제의 손상 예측에 관련

된 연구들이다.  최근 수년간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

4회 및 제5회 개최된 ICCGS 논문집에서 소성 경화 및 파단과 

관련한 기술적 사용 동향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Tavakoli et al. (2007)은 FPSO와 보급선과의 충돌을 시뮬

레이션한 바 있다. 파단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RTCL 

(Rice-Tracey and Cockcroft-Ratham) 파단 조건을 이용하였다. 

RTCL은 Törnqvist (2003)에 의하여 제시되었는데, 인장시 응력 

삼축비를 고려한 Rice-Tracey 파단과 압축시 전단 파단 

(Cockcroft-Ratham)을 이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정적 및 동적 

경화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2) Samuelides et al. (2007)은 정적 경화와 동적 경화를 고려

하지 않고 이중저의 좌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요소 두께

와 길이비를 이용하여 파단 변형률을 표현하였다.

(3) Ehlers et al. (2007)은 Hollomon 정적 경화 구성 방정식

을 적용하였으며, 동적 경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파단은 요소 

두께와 길이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하였다.

(4) Yasuda and Imakita (2007)는 선측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정적 경화 및 동적 경화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나

타내지 않았으며, 20%의 파단 변형률를 적용하였다.

(5) Alsos et al. (2007)은 BWH (Bressan, Williamns and 

Hill) 파단 조건을 LS-Dyna에 사용자 서브루틴으로 이식하였

다. BWH는 FLD (forming limit diagram)과 유사한 파단 모델

이다. 기존의 선측 보강판 압괴 실험 데이터에, BWH를 적용한 

수치 해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정적 경화는 Hollomon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계수는 가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동적 경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6) Darie & Lehmann (2007)은 로로선의 선수부 충돌 시뮬

레이션을 위하여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고, 진응력-진변형률을 

정적 경화능 데이터로 적용하였다. 동적 경화를 고려하지는 않

았으며, 파단은 요소 두께와 길이비를 이용하여 파단 변형률을 

나타내었다.

(7) Choung et al. (2007)은 노치재 및 평활재 시편의 인장 실

험 및 수치 해석을 통하여 파단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

적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동적 경화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험에서 얻은 진응력을 정적 경화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파단 

모델로서 GTN (Gurson, Tvergaard, and Needleman)과 연속

체 손상 역학 (CDM, continuum damage mechanics) 모델을 

적용하였다.

(8) Ehlers et al. (2010)은 벌집 구조와 유사한 X-코어를 가지

는 강재 구조물에 대하여 충돌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

다. 구조 실험을 수행하고도 재료 실험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수치 해석을 위하여 AH-32강에 대한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였

다. 즉 정적 경화능는 기존의 실험 데이터를 적용하였으며, 동

적 경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X-코어는 용접으로 판재에 부착되

기 때문에 판재의 모재와 용접재의 파단 강도를 2가지로 나누

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모재의 파단 변형률은 단순히 요

소 크기의 함수로 나타내어 0.39~0.66까지 변화시켰으며, 용접

재의 파단 변형률은 모재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파라메트릭 스

터디 하였다.

(9) Villavicencio et al. (2010)은 알루미늄 평판에 대한 낙하 

실험 및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정적 경화 특성을 인장 실

험으로부터 얻어서 수치 해석에 사용하였다. 알루미늄의 동적 

경화는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하였고, 파단 특성은 인장 실험에

서 얻은 최대 인장 강도에 상응하는 변형률을 적용하였다. 실

제로 쿠폰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알루미늄의 경우 네킹으로 

인한 소성 국부화 (plastic localization)가 무시할 정도로 작음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타당한 가정이라 판단된다.

(10) Ehlers (2010)의 논문은 실험 또는 수치 해석을 직접 실

시한 것이 아니라, 수치 해석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Ehlers는 

정적 경화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응력-진변형률을 이

용하여 정의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파단 변형률을 정의하

기 위해서 인장 실험 결과와 가장 일치하는 인장 실험 수치 해

석을 요소의 크기에 따라 수행하여 요소의 크기의 함수로서 파

단 변형률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AbuBakar and Dow (2010)는 Alsos and Amdahl (2009)

와 Alsos et al. (2009)의 실험 및 수치 해석 데이터를 근간으로 

선저판의 좌초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정적 경화는 평탄부 

(Lüder plateau)를 고려한 Swift의 소성 경화 구성방정식을 적

용하였으며, 인용한 실험은 준정적 실험이었기 때문에 동적 경

화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반면 손상 개시 조건 (damage 

initiation condition) 및 손상 발전 조건 (damage evolution 

condition)으로서 FLD을 사용하였으며, 요소 크기를 변경하면

서 Alsos and Amdahl (2009)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수치 해

석을 반복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약 15mm 정도의 요소 크

기가 실험결과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상 개시 조건에 

대한 임계 주변형률 (critical major principal strain)은 Jie et al. 

(2009)의 공식을 인용하였으며, 완전 파단시 변형률은 Alsos 

and Amdahl (2009)의 실험 결과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손상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변수를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12) Hung et al. (2010)은 여러 가지 이중 격벽 구조에 대하

여 압괴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다. 정적 경화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단선 경화 (single linear hardening)를 간주하였으며, 

동적 경화도 변형률 속도에 매우 민감한 Cowper-Symonds 계

수를 사용하였다. 

(13) Niklas (2010)의 결과는 좌초 실험 결과와 수치 해석 결

과를 비교하고 있다. 정적 경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Cowper-Symonds 동적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동적 경화를 

고려하였지만, 계수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파단 변형률을 0.35

로 간주하였다.



Table 1 Summary of 4th and 5th ICCGS

Author year pages material static hardening dynamic hardening failure software

Tavakoli et al. 2007 19~28 unknown unknown unknown RTCL LS-Dyna

Samuelides 

et al.
2007 93~102 =245 MPa perfect plastic not considered

shear failure with 

thickness reduction
Abaqus

Ehlers et al. 2007 109~115 =284 MPa
Hollomon 

assumption
not considered

shear failure with 

thickness reduction
LS-Dyna

Yasuda & 

lmakita
2007 117~122 unknown unknown unknown

shear failure

 =0.2
LS-Dyna

Alsos et al. 2007 155~162 AH-32
Hollomon 

assumption
not considered BWH LS-Dyna

Darie & 

Lehmann
2007 243~250

A-235

AH-320

piecewise true 

stress from 

coupon test

not considered
shear failure with 

thickness reduction
LS-Dyna

Choung et al. 2007 177~185
DH-32

API-2W-50

piecewise true 

stress from 

coupon test

not considered
GTN

CDM

Abaqus

LS-Dyna

Ehlers et al. 2010 18~24 AH-32

piecewise true 

stress from 

coupon test

not considered

shear failure

 =0.39~0.66 for base 

metal

 =0.001~0.1 for weld 

metal

LS-Dyna

Villavicencio 

et al.
2010 18~24

aluminium 

5083/H111

piecewise true 

stress from 

coupon test

not considered

shear failure

about  =0.125 from 

coupon test

LS-Dyna

Ehlers 2010 113~117 not considered not considered not considered not considered LS-Dyna

AbuBakar & 

Dow
2010 208~216

A-235 for plate 

and stiffener

AH-36 for 

frame

Swift from 

literature
not considered FLD failure Abaqus

Hung et al. 2010 217~222 =350 MPa
single linear 

assumption

Cowper-Symonds

D=40.4, q=4.0

shear failure

 =0.34
LS-Dyna

Niklas 2010 223~228 =282 MPa perfect plastic Cowper-Symonds
shear failure

 =0.35
LS-Dyna

이상 ICCGS의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면, 사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LS-Dyna임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자가 

정적 경화를 정의하기 위하여 아직도 완전 소성 (perfect 

plastic) 또는 단선 경화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험으로부터 얻은 다점 유동 응력 (piecewise flow 

stress)을 적용하거나, 실험 데이터가 없을 경우 Hollomon 또

는 Swift 구성 방정식에 강도 계수 (strength coefficient)와 소

성 변형률 경화 지수 (plastic strain hardening exponent)를 문

헌으로부터 인용하여 다점 유동 응력을 정의하여 사용한 경우

도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은 대부분 동적 경화

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재료가 변형률 속도

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인용한 실험이 준

정적 실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파단 기준을 살펴보

면, 대부분의 연구가 전단 파단을 파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

으며, 심지어 파단 변형률을 상수로서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파단 변형률을 요소의 감소 두께의 함수로 나

타내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시편을 유한 

요소 해석하는 경우를 단순히 현상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편

에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행부에 배치된 요소의 응력은 

소성 국부화가 없기 때문에 응력 집중이 없는 공칭 응력 

(nominal stress) 상태이고 따라서 요소의 크기에 응력은 변동

적이지 않다. 그러나 네킹이 발생한 이후에는 요소의 크기에 

따라 응력의 집중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요소의 크기가 파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두께 및 길이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정의하는 것은 타당한 가정이다. 그러나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응력장의 변화 (응력의 집중)가 파단 변형률에 

미치는 영향도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 요소 크

기에 따른 수렴도 해석을 통하여 요소 크기와 파단 변형률과의 

관계를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즉 파단은 파단 변형률의 단독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력 집중부의 응력장 



(엄밀하게 응력 삼축비, stress triaxiality)이 파단 변형률을 변

동시키기 때문에 파단 변형률은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먼저 나

타내어져야 한다. 그 이후 실제 구조 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수

렴도 테스트를 통하여 요소의 크기에 따른 파단 변형률이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RTCL, GTN, CDM에서는 서로 

다른 파단 조건을 사용하지만, 이들 파단 조건은 모두 응력 삼

축비의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공통점을 가진다.

2.2 재료 실험 문헌 검토

(1) HSE (2001)

HSE (2001)은 여러 산업 규격에 산재하는 해양 플랜트용 강

재의 온도 의존성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제시한바 있으며, 

일부 재료를 대상으로 고온 의존성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 실

험을 실시하였다. 평판 부재(355EM, 450ENZ)로부터 시편을 채

취하여 상온 (20 ℃) 및 고온 (100, 200, 300, 400, 450, 500, 550, 

600, 650, 700℃)에서 준정적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일

한 재료를 대상으로 0.002/s부터 최대 약 9/s까지 5~6단계로 나

누어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의 물성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온도는 상온이었다. 여기서 EM, ENZ 는 영국 산업 규격(British 

Standard)에서 정의하는 강재의 등급을 그리고 숫자는 최소 초

기 항복 강도를 의미한다.

HSE (2001)에는 고변형률 속도 (high strain rate)라고 표현되었

지만, 공학적 관점에서 고변형률 속도로 간주되려면 최하 500/s 

이상 (통상 1000/s 이상)이 되어야 고변형률 속도로 간주될 수 있

기 때문에, HSE (2001)에서 제공하는 변형률 속도 데이터는 저변

형률 속도 또는 낮은 범위의 중변형률 속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폭발, 충돌과 같이 국부적으로 고변형률 속도를 유발하는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변형률 속도 범위이다. 실험이 일반적인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저변형률 

속도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중변형률 속도 

(1/s~1000/s)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 인장 실

험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변형률 속도에서는 홉킨슨 바를 이용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치의 특징은 시편에 하

중을 가하는 초기 속도부터 실험 종료 속도까지 등속도 변형을 

유발하는데 있다.

Fig. 1은 HSE (2001)에서 제공하는 고온 진응력 곡선과 상온에

서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강도는 현저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변형

률 속도가 커질수록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는 모두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인다. Fig. 1 (b)에서 UYS, LYS, UTS, 2%PS, 3%PS는 각각 

upper yield strength, lower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2% proof strength, 5% proof strength를 나타낸다.

(a) elevated temperature tests

(b) low strain rate tests

Fig. 1 Test results of 450EM 10mm thickness steel (HSE, 2001)

(2) Nemat-Nasser and Guo (2003)

Nemat-Nasser and Guo (2003)는 DH-36강을 대상으로 다양

한 온도 의존성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극저온 (-196.15 ℃), 상온 (22.85 ℃), 고온 (126.85, 226.85, 

326.85, 526.85 ℃)의 온도대에서 준정적 변형률 속도 (0.001/s), 저

변형률 속도 (0.1/s), 고변형률 속도 (3000.0/s)에 대한 인장 실험

을 실시하였다. Fig. 2 (a) 및 (b)에서 살펴보면 진응력 곡선이 반

드시 온도 상승에 비례하여 저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변형률 속도에서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진응력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Nemat-Nasser (2003)의 연구 결과는 조선 해양 구

조물용 강재에 대한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연성 실험 (coupled 

test)의 첫 번째 실험이라고 간주된다.

(a) strain rate = 0.001/s



(b) strain rate = 0.1/s

(c) strain rate = 3000.0/s

Fig. 2 Test results of DH-36 (Nemat-Nasser and Guo, 2003)

(3) 기타 국내 연구

Min et al. (2010)은 빙해 선박용 강재의 저온 특성에 관한 실

험적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사용한 강재는 DH-32, DH-36, 

EH-36이었으며, 온도는 상온, -30 ℃, -50 ℃였다.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Nam et al. (2010)은 LNG FPSO의 상온 및 극저온에서 실험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재료는 SUS304, AL5083, 

9%Nickel강이었다. 실험 온도는 상온, 저온 (-100 ℃), 극저온 

(-163 ℃)였으며, 변형률 속도 실험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모재

와 용접재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온도의 강하에 따른 

초기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등의 변화를 재료별로 분석하여 나

타내었다.

Park et al. (2010)도 Nam et al. (2010)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

한바 있다. 즉 LNG 운반선 화물창 재료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가능한 SUS304L, AL5083, INVAR강을 대상으로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상온, 저온 (-120.15 ℃), 극저온 (-163.15 ℃)에서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준정적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형률 

속도를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연신률이 상당히 큰 차

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 정적 경화

3.1 진응력-진변형률의 정의

정적 경화는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의 준

정적 하중을 받을 때 재료의 소성 변형률 경화 현상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정적 경화는 재료에 따라 변동적이며, 인장 실험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 UTM에 신률계 (extensometer)를 이용

하여 하중 ()과 신률 () 데이터를 얻은 후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공칭 응력 (engineering stress)과 공칭 변형률 

(engineering strain)을 얻을 수 있다. 식 (1)에서 는 시편의 

초기 단면적을 의미한다. 식 (2)에서 는 신률계의 표점 거리 

(gage length)로서 통상 50mm 게이지를 많이 사용한다. 공칭 

응력은 단면의 초기 단면적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기 항복응력 

이후의 유동 응력을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물리량이다. 

식 (3) 및 식 (4)를 이용하여 공칭응력을 진응력으로, 공칭 변형

률을 진변형률로 표현할 수 있다. 공칭 변형률은 표점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칭 변형률을 이용하여 추정한 진변형률은 

네킹이 발생한 이후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 원리

로 시편의 연신률도 재료의 연성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는 있어도, 공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물리량이

다. 결론적으로 식 (3) 및 식 (4)를 이용하여 도출한 진응력과 

진변형률은 네킹 발생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균일 진응

력 (uniform true stress) 및 균일 진변형률 (unuiform true 

strain)으로 불린다. 여기서 균일은 네킹 발생전까지는 시편의 

평행부가 균일하게 변형하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1)

        (2)

          (3)

          (4)

Fig. 3 Triaxial stress state after onset of necking (Kalpakjian, 

2001)



Fig. 3은 네킹이 발생한 이후 환봉형 시편에 발생한 삼축 응

력 상태를 나타낸다.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편에는 축방향 

응력만 존재하지만, 네킹이 발생한 이후에 최소 반지름을 가지

는 부분을 주변의 큰 반지름을 가지는 부분이 구속하므로 네킹

부의 응력은 축방향, 원주방향, 접선방향의 3축응력 상태로 바

뀌게 된다.

등방성 재료 (isotropic material)의 경우, 일축 특성치 (일축 

응력-일축 변형률)가 모든 방향성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축 특성치만 가지고 모든 방향의 재료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장 실험은 항상 일축 하중만 작용하기 때문에 인장 실

험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률 곡선은 항상 일축 응력 상태로 

간주된다. 그러나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킹 발생 후 인

장 실험에서 얻은 하중은 삼축 응력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되었

기 때문에, 인장 실험에서 얻은 응력을 일축 응력이 아닌 등가 

응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식 (5)에 보인 바와 같이 하

중을 감소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을 평균 진응력 (average true 

stress)로 정의하며, 평균 진응력은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 균

일 진응력과 동일하다. 그리고 평균 진응력은 삼축 응력 상태

를 나타내는 등가 진응력 (equivalent true stress)로 변환될 필

요가 있다.

         (5)

등가 진응력은 통상 식 (6)과 같이 평균 진응력에 계수()를 

곱한 형태로 표현된다. Bridgman (1952)은 환봉형 시편에 작용

하는  하중의 증가에 따라 시편의 주응력 방향은 변동하지 않

는다고 가정한 후 (비례 하중, proportional loading),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네킹 후 등가 응력 수정 계수를 식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식 (7)에서 변수 a와 R은 네킹부의 최소 반지름과 

곡률 반지름을 의미한다 (Fig. 3 참조). Bridgman (1952)은 소

성 상태에서 체적 불변을 가정하여 식 (8)과 같은 로그 진변형

률 (logarithmic true strain)을 제시하였다.

          (6)

 



 



       (7)

  
        (8)

신률계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인장 실험에서, 네킹의 발전에 

따른 a와 R을 계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험중 사진 촬영 후 이미지 분석 (DICA, digital image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a와 R을 인식하거나, 시편에 대

한 수치 해석을 통하여 a와 R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LeRoy et al. (1981)는 식 (9)과 같은 추

정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식 (10)에서 은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를 의미한다. Choung and Cho (2008)는 다양한 폭-두께비

를 가지는 사각 단면 시편 수치 해석을 통하여 등가 진응력 수

정 계수를 식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식 (10)에 필요한 계수는 

식 (11)에 나타내었다.


        (9)

    ≤ 

     
    (10)

   
    
   

    (11)

Fig. 4는 DH-36 TMCP강에 대하여 수행된 사각 단면 인장 

실험 결과를 예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공칭 응력과 균일 진

응력은 초기 항복 강도를 초과하면서 균일 진응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균일 진응력은 네킹의 발생전까지만 (소성 변형

률 0.2 부근) 유효함을 Fig. 4로부터 알 수 있다. 평균 진응력은 

네킹의 발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네

킹 발생 이후 단면적의 감소가 급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파단이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식 (7)과 식 (9)를 이용하여 

예측한 등가 진응력 (Bridgman curve)과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예측한 등가 진응력 (Choung curve)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평균 진응력에 비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재료 

강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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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engineering, uniform true, average true, 

and equivalent true stress curves

3.2 정적 경화 구성 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변형률 경화에 관한 구성 방정식으로서 공학

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Ludwik (식 (12)), Hollomon (식 (13)), 

Swift (식 (14)), Ramberg-Osgood (식 (15))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구성 방정식은 단조 하중 (monotonic load)이 작용할 때 

재료는 등방성 경화(isotropic hardening)한다는 가정에 근거하

고 있으며, 피로와 같이 반복 하중이 작용할 경우 등방성 경화

와 이동성 경화 (kinemctic hardening)를 동시에 고려한 구성 

방정식을 적용해야 한다. 5개 구성 방정식은 1900년대 초~중반

에 발표된 자료이므로, 참고 문헌으로서 인용을 생략하고, 단지 

공식만 나타내었다.



Ludwik 구성 방정식은 초기 항복 강도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공식으로 보여지지만, 실제 실험 데이터를 곡선 

접합후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항복 강도를 상수로 고정하여 곡선 적합을 실

시하기 때문에 고변형률 구간에서 상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

다. ASTM  (2000)에서는 Hollomon 공식을 이용하여 소성 변

형률 경화 지수와 강도 계수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식 (3) 및 식 (4)를 이용하여 얻은 균일 진응력 곡선에서 평탄

부의 종료 시점부터 최대 균일 진응력 (진인장 강도,  ) 사

이의 데이터에 대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하여 소성 변형률 경

화 지수 및 강도 계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와 강도 계수는 Hollomon 상수를 의

미한다. 즉    및 를 의미한다. Hollomon 구성 방

정식을 이용하여 유동 응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초기 항복 강

도 부근에서는 작은 증분의 소성 변형률을 적용하여야 부드러

운 유동 응력 곡선을 얻을 수 있다. Swift 구성 방정식은 항복 

변형률 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형 가공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으며, 항복 변형률을 잔류 변형률로 치환하여 사용한다. 

Ramberg-Osgood 구성 방정식은 Hollomon 구성 방정식에 탄

성 변형률을 포함하여 전체 변형률로 나타낸 구성 방정식이다.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에서 재료의 정적 경화를 정의할 때 소

성 변형률에 상응하는 유동 응력을 정의하기 때문에 

Ramber-Osgood 구성 방정식은 사용하기에 오히려 불편한 단

점도 있다. 이론적으로 Hollomon의 2가지 상수는 Swift 및 

Ramberg-Osgood 상수와 동일하다. 즉     및 

  이다. 

   
     (12)

  
     (13)

     
     (14)

    
      (15)

Fig. 4에 나타낸 실험 데이터로부터 Ludwik, Hollomon, 

Swift 구성 방정식의 계수를 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초

기 항복 강도는 실험으로부터 얻은 359.31 MPa이었고, 탄성 계

수는 206 GPa로 가정하였다. Hollomon과 Swift의 경우 거의 

동일한 곡선 적합 결과를 보여주지만, Ludwik의 경우 완전히 

다른 강도 계수와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를 보여준다. 수정 결

정 계수    (adjusted 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와 구성 방

정식으로 표현된 데이터는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2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unit: MPa)

Constitutive 

model
  

Ludwik 0.550 716.451 0.984

Hollomon 0.166 832.727 0.994

Swift 0.174 844.413 0.997

Fig. 5는 Table 2의 상수를 이용하여 나타낸 유동 응력을 나

타낸다. 균일 진응력의 종료 시점까지 세가지 구성 방정식은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지만, 네킹의 시작이후에 Ludwik 

구성 방정식은 재료의 강성을 과대 평가함을 알 수 있다. 

Hollomon과 Swift 구성 방정식은 이론적으로 같은 재료 상수

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곡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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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constitutive models for strain hardening

일반적으로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 (주로 선급 강재 및 

API 강재)의 경우 대부분 Lüder plateau라 불리는 평탄부가 나

타나는데, 위의 구성 방정식을 가지고 이를 직접 표현할 수는 

없다. Lüder plateau는 항복 이후 변형률 경화가 발생하기 전

까지의 강소성 구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경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항복 강도와 같다고 가정하고, 

Lüder plateau 변형률 구간을 재료 상수로서 정의하여 위의 구

성 방정식을 적용할 수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료의 인장 실

험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다점형 데이터 (piecewise data) 형

식으로 구조 해석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통상 항복 강도가 낮을수록 Lüder plateau 구간이 길어지는 양

상을 보이고, 고장력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구간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선급 강재 중에서 연강에 속하는 강재(예를 들어 A, 

B, D 등)는 고장력강의 범주에 속하는 강재(예를 들어 AH-32, 

AH-36, DH-32, DH-36 둥)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평탄부를 나타

낸다.



4. 동적 경화

4.1 동적 경화 구성 방정식

동적 경화능의 문제는 주로 하중 속도의 관점과 구조물의 변

형 속도 (엄밀하게 변형률 속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

다. 고속 하중이 구조물에 가해지면 일반적으로 높은 변형률 

속도가 유발되지만, 저속 하중이 가해져도 높은 변형률 속도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노트 정도의 저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좌초될 경우 균열이 발생한 선단에서의 변형률 속도는 

1000/s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얼음과 같이 취성 재료에 있어서 

하중 속도는 변형률 속도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두 용어는 혼용

되기도 한다.

변형률 속도가 대략 1/s 이하라면, 저변형률 속도로 간주되

어 준정적 문제로 취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조 부재 전체는 

외력에 대한 힘의 평형을 이루고 관성력은 무시할 정도로 작

다. 재료가 빨리 변형하게 되면 내력 (내부 에너지)의 일부는 

열로 소산하게 되는데, 저변형률 속도에서는 열 발생이 없으므

로 등온 상태 (isothermal state)로 취급된다. 중변형률 속도는 

대략 1/s - 1000/s 사이의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는데, 순간적

으로 내력과 외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재의 가속도 및 이로 

인한 응력파 (stress wave)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한다. 즉 부재 

전체가 경험하는 가속도로 인한 관성력과 부재 일부에서 응력

파로 인하여 유기되는 관성력이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또한 소성 변형에 의하여 발생한 열이 주변으로 전파

하는 시간 (열전달에 필요한 최소 시간)보다 부재의 변형 속도

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한 열은 부재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부재가 1000/s 이상의 고변형률 속도로 변형하면 주

로 응력파가 부재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빠른 변형으

로 인하여 부재에서 발생된 열이 주변으로 전도될 시간을 가지

지 못하여 단열 상태 (adiabatic state)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변

형률 속도에서는 발생된 열은 대부분 부재의 온도 상승에 기여

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변형률 속도에 대한 구성 방정식은 소성 변형

으로 인한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적

절한 가정을 도입하여 재료의 소성 영역에서 변형률 속도와 온

도에 대한 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 변형

률 속도 구성방정식은 주로 정적 구성 방정식에 동적 계수 

(DHF, dynamic hardening factor)를 곱한 형태로 나타난다. 조

선 해양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Cowper-Symonds (1957) 구

성 방정식도 정적 구성 방정식에 DHF를 곱한 형태이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Johnson-Cook (1985) 구성 방

정식은 온도 의존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적 구성 

방정식에 DHF를 곱한 형태이다. 

동적 경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식 (16)과 같다. 

식 (17)은 지수 형태로 나타낸 DHF를 나타내며, 여기서 은 

변형률 속도 경화 지수 (strain rate hardening exponent)라 정

의한다. 식 (18)은 Cowper-Symonds의 DHF를 나타낸다. 

Cowper-Symonds의 DHF는 정적 유동 응력을 두 배로 증폭시

키는 변형률 속도를 정의하기 위하여 재료 상수 를 이용하였

다. 식 (19)는 가 정적 유동 응력의 2배에 해당하는 변형률 

속도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Cowper-Symonds의 

DHF는 재료 상수가 2개로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식 (20)은 

Johnson-Cook의 DHF를 나타낸다. 재료 상수 와  가 필요

한데,  는 변형률 속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며 통상  은 1/s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Johnson-Cook DHF는 재료 상수 만을 필요로 한다.

     (16)

      

                     (17)

  
                            (18)

   

                                   (19)

   
                            (20)

Fig. 6은 Fig. 4에 보인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변형률 속도

에 따라 실험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식 (16)~(20)에 언급한 재

료 상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변형

률 속도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 소성 

변형률 구간에서 유동 응력의 변화를 추출한 후 변형률 속도

를 종속 변수로 DHF의 변화를 곡선 적합하여  또는   & 

 또는 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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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flow stresses according to the strain 

rates

Table 3과 Fig. 7은 Fig. 6에 나타낸 5% 항복 강도 (5% 

proof stress)를 기준으로 변형률 속도 구성 방정식 재료 상수

를 도출한 결과이다. 변형률 속도 축을 로그 스케일로 본다면 

지수형 모델의 경우 직선에 가까운 경향을 보여주며, 실험 데

이터와의 상관도가 매우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준이 되는 변형률 속도가 없이 곡선 적합을 수행하였기 때

문이다. 반면 Johnson-Cook 구성 방정식의 경우 기준 변형률 

속도 ( )를 실험에서 준정적 변형률 속도인 0.001/s으로 설정

하므로서 곡선의 적합 능력이 83.8%로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



다. Cowper-Symonds 구성 방정식의 경우 재료 상수가 2개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적합 능력 (  = 92.7%)을 나

타낸다.

Table 3 Obtained strain rate constants  (unit: /s)

Constitutive 

model
 ,   

power 0.0394 N/A N/A 0.2979

Cowper-

Symonds
N/A

24539.6003,

4.3539
N/A 0.9269

Johnson-Cook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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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flow stresses according to the strain 

rates

본 논문에서는 5% 항복 응력을 대상으로 DHF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변형률 속도 구성 방정식 재료 상수를 도출하는 예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초기 항복 강도에서의 DHF는 5% 유

동 응력에서 도출한 DHF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즉 소성 

변형률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DHF는 변동적일 수 있으며, 따

라서 변형률 속도 경화 구성 방정식의 재료 상수도 변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재료라도 DHF는 소성 변형률의 함수

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4.2 동적 경화 구성 방정식 재료 상수

강재의 변형률 속도 구성 방정식 재료 상수를 얻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

계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반면 

변형률 속도 구성 방정식 재료 상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측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

어 많은 참고 문헌에 의하면 Cowper-Symonds 재료 상수로서 

는 40/s 내외 는 5내외의 값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값은 재

료의 변형률 속도 경화를 상당히 과대 평가할 수 있다. 근래 조

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는 연강보다는 고장력강의 사용이 대부

분이며 고장력강은 변형률 속도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심지어 변형률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더 정답에 

근접한 경우도 많다.

조선 해양 구조물용 고장력강이 변형률 속도에 민감하지 않

다는 사실은 Nemat-Nasser and Guo (2003) 및 Choung et al. 

(2010)의 연구 결과에도 잘 나타내 있으며, Table 3에서 가 

40/s 부근이 아니라 약 25000/s정도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변형률 속도로 인한 경화를 고려할 때는 다점형 

실험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험 데이터가 

없다면 식 (21) 또는 식 (22)를 이용하여 변형률 속도 구성 방

정식 재료 상수를 도출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식 (21)~(22)

는 Lee and Kim (2007)에 의하여 제시된 경험식이며,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동적 물성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식 

(21)은 Cowper-Symonds, 식 (22)는 Johnson-Cook의 재료 상수

를 유추하기 위한 공식이다. 식 (21)을 적용할 때 지수 는 5.0

으로 고정하여 사용한다. 식 (22)를 적용할 때  는 1.0을 적용

한다.

       

   ≤ 
    

                                                     (21)

                       (22)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충돌 및 좌초, 극지 선박의 빙충돌, 해

양 플랜트의 폭발 등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구조의 소성 변

형 및 파단 거동에 대하여 재료적 관점에서 문헌 검토를 실시

하였다. 제4회 및 제5회 ICCGS (2007; 2010)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정적 경화의 경우 실험 후 진응력을 이용한다던

가, 적절한 변형률 경화 구성 방정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완전 소성 또는 단선 경화를 가정하는 사

례도 관측되었다. 대부분의 논문은 실험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

여 동적 경화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일부 논문은 매우 과대한 

변형률 속도 경화를 고려하는 사례도 있었다. HSE (2001)에는 

기존의 산업 규격에서 제시하는 온도 의존성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요약하여 나타내었으며,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대한 

온도 의존성 실험을 통하여 온도에 따른 변형률 경화를 가시화

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변형률 속도 실험의 경우 최대 약 

10/s 정도의 변형률 속도로 실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공학적

으로 동적 경화를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재료의 정적 경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진응력에 대

하여 정의하였으며, 네킹 이후에 등가 진응력이 사용되어야 하

는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또한 등가 진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험식을 참고 문헌으로부터 제시하였다. 정적 경화에 대

한 구성 방정식을 설명하였으며, 각 구성 방정식에 따른 재료 

상수의 도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실례를 제시하였다. 재



료의 동적 경화를 표현하기 위하여 동적 경화 계수 (DHF)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지수형, Cowper-Symonds, 

Johnson-Cook 구성 방정식에 대한 DHF를 수식으로 설명하였

다. 실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변형률 속도 경화에 대한 재료 

상수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적 경화의 경우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Lee 

and Kim (2007)에 의하여 제시된 경험식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에 따른 변형률 경화와 변형률 속도 경화

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 온도가 상승하면 전반

적인 정적 및 동적 유동 응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긴 하지만, 온도와 경화 (또는 연화)는 서로 연성된 관계

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사례가 매우 부족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지 선박 또는 LNG CCS (cargo 

containment system)의 경우 저온에 따른 경화 특성, 해양 플

랜트 상부 구조 폭발/화재의 경우 고온에 따른 연화 특성을 실

험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파단에 대한 연구 현황을 조사하였지만, 이론적 배경 및 수식

에 대한 설명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였으며, 후속 논문에서 다

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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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 파단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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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tress triaxiality 응력 삼축비; Fracture strain (Failure strain) 파단 변형률; Shear failure 전단 파단; Porosity 기공률; 

Principal strain (주변형률); Damage 손상

ABSTRACT: Main pillars of this paper are to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of fracture phenomena in marine structural steels. In this paper, 

various fracture criteria are theoretically investigated: shear failure criteria with constant failure strain and stress triaxiality-dependent failure 
strain (piecewise failure and Johnson-Cook criteria), forming limit curve failure criterion, micromechanical porosity failure criterion, and 
continuum damage mechanics failure criterion. It is obvious that stress triaxiality is a very important index to determine failure phenomenon for 

ductile materials. Assuming an piecewise failure strain curve as a function of stress triaxiality, the numerical results are well coincided with 
test results for smooth and notched specimens where low and high stress triaxialities are observed. Therefore it is proved that a failure criterion 
with reliable material constants presents plastic deformation process as well as fracture initiation and evolution. 

1. 서    론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은 최종 

강도 한계 상태 (ULS, ultimate limit state)에서 주로 발생할 것

이며, 대형 선박 또는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같은 경우 최종 한계 상태에 상응하는 설계파를 반

영하여 설계가 수행된다. 반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해양 플

랜트 상부 구조의 폭발과 같은 사고 한계 상태 (ALS, 

accidental limit state)를 설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고 한계 상태를 설계에 고려한다면, 구

조물의 중량이 너무 과도해져 부유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생산비의 과도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플랜트의 경우 수동적인 방호 구조인 방폭

벽 (blasr wall), 충돌 보호대 (collision protector)등의 설치를 

선주 사양서에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플랜트 방호 구조 또는 선체 구조의 역할은 사

고 한계 상태에서 방호 구조가 비교적 큰 소성 변형을 일으키

더라도 주요 구조 부재 또는 프로세스 모듈에 손상을 최소화하

여 본래의 생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한계 상태

에서 이러한 방호 구조가 경험하는 변형의 특징은 부재가 국부

적 또는 전역적 소성을 경험하며, 비교적 빠른 변형을 경험하

며, 일부 부재는 파단 (failure 또는 fracture)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 방호 구조 또는 선박 외판에서의 

영구 변형의 크기, 파단의 크기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 

강재의 소성 변형률 경화 (plastic strain hardening), 변형률 속

도 경화 (strain rate hardening), 파단에 대한 재료 특성을 동

시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제1보인 Choung et al. (2011)에서는 제4회 및 제5

회 ICC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ision and 

Grounding of Ship)의 논문 검토를 통하여 세가지 재료 특성

을 사용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또한 HSE (2001)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도에 따른 변형률 경화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Nemat-Nasser and Guo (2003)의 논문을 통하여 

온도와 변형률 경화/변형률 속도 경화의 연성효과를 실험적으

로 관찰할 수 있었다.

Lehmann and Yu (1998)는 연속체 손상 역학 (CDM, 

continuum damage mechanics)을 응용하여 파단 지표 

(rupture index)를 제시한바 있으며, 이는 응력 삼축비 (stress 

triaxiality)가 파단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로 

보여진다. Urban (2003)과 Törnqvist (2003)는 Rice-Tracey의 기

공 성장 모델 (void growth model)과 Cockcroft-Latham의 전

단 파단 모델 (shear fracture model)을 조합한 RTCL모델 

(Rice-Tracey and Cockcroft-Latham model)을 파단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편차 응력을 나타

내는 von Mises 등가 응력  뿐만 아니라 정수압 응력 

(hydrostatic pressure)도 파단을 지배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

하였다는 점이다. 응력 삼축비는 정수압 응력과 등가 응력의 

비 (  )로서, 재료의 파단 거동은 주로 응력 삼축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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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s of specimens and test photos

Choung et al. (2007)과 Choung (2009a)는 다양한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대한 재료 시험과 수치 해석을 통하여 이들 

강재의 소성 특성 및 파단 특성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재료의 항복 함수로서, von Mises 모델, 연속체 손상 모델 

및 기공률 소성 모델(porous plasticity model)을 이용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파단 조건으로서 등가 소성 변형률, 손상도 및 

기공률을 각각 적용하여 기공률 소성 모델이 조선 해양 구조물

용 강재의 소성 발전과 파단 예측에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Choung and Cho(2008)와 Choung(2009b)는 판재의 인장 실험

과 천공 실험 그리고 이에 대한 수치 해석을 통하여 기공률 소

성 모델이 구조물의 파단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공률 소성 모델은 너무 많은 재

료 상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선 또는 실제 해양 플랜트 설계

에 적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 해양 분야의 파단 예측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항복 포텐셜과 그에 따른 파단 조건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설계 실무

에 적용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파단 조건의 고찰

2.1 파단 발생 기구

선급 강재 또는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강재는 

선박 또는 FPSO와 같은 해양 구조물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이러한 강재는 모두 연성 재료(ductile material)로 

분류되며 이러한 연성 재료의 항복부터 파단까지의 소성 변형 

프로세스는 미시적 관점에서 미소 기공의 생성(void 

nucleation or initiation), 성장 (void growth), 병합 (void 

coalescence)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연성 재료에서 미소 기공

의 생성은 매트릭스(matrix)라 불리는 강의 주재료에 혼입된 

개재물(inclusions) 또는 2차상 입자 (2nd phase particles)가 매

트릭스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Fig. 1 참조). 미소 기

공의 성장은 이미 형성된 기공의 확장을 의미하며, 병합은 기

공이 매우 확장되어 기공간의 연결성(ligament)이 사라지는 단

계이다. 그런데 코시 응력 텐서(Cauchy stress tensor) 중에서 

미소 기공의 생성 및 성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가 정

수압 응력이며 병합을 지배하는 인자는 편차 응력으로 알려져 

있다. 정수압 응력으로 인한 파단을 정수압 파단 기구

(hydrostatic fracture mechanism) 그리고 전단 응력으로 인한 

파단을 전단 파단 기구(shear fracture mechanism)로 정의한다.

국내외 연구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전단 파단 조건 (shear 

fracture criterion)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단의 기준 물리량으로

서 등가 소성 변형률을 이용한다. 전단 파단은 구조물에서 발

생한 등가 소성 변형률이 파단 변형률에 도달했을 때 파단이 

발생하는 조건을 가진다. 파단 변형률을 상수로 적용한다면, 전

단 파단 조건은 기하학적인 형상에 따른 정수압 응력의 발달을 

고려한 파단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재료임에도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매우 상이한 파단 변형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2 상수형 전단 파단 조건

전단 파단 조건의 경우 von Mises 항복 함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코시 응력 텐서는 식 (1)과 같이 편차 응력 텐

서 ( )와 정수압 응력 텐서 (  )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 여

기서  는 크로네커 델타이다. 구조물에 작용한 정수압 응력은 

탄성 상태에서 구조물의 체적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며, 반면 

편차 응력은 구조물을 전단 변형 시키는 역할을 한다. 편차 응

력의 2차 불변량 ()는 식 (2)와 같이 편차 응력 텐서의 내적

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von Mises 항

복 함수는 식 (3)과 같이 편차 응력 2차 불변량과 항복 응력 

( )의 차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항복 응력은 초기 항복 응

력 를 포함한 진응력 또는 유동 응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von Mises 항복 함수에서는 구조물에 발생한 편차 응력 2차 

불변량 3배의 제곱근이 재료 특성치로서 유동 응력과 크거나 

같다면 항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식 (3)의 첫 항은 von 

Mises 등가 응력 ( )을 의미하며 이는 식 (4)와 같다 (이후 본 

논문에서 를 등가 응력으로 통칭).

                    (1)



  
                 (2)

        (3)

 


                 (4)

마찬가지로 코시 변형률 텐서 (Cauchy strain tensor)는 식 

(5)와 같이 편차 변형률 텐서 ( ′)와 정수압 변형률 텐서 

(  )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정수압 변형률은 통상 체적 

변형률 (volumetric strain)로 알려져 있다. 편차 변형률 텐서를 

이용하여 von Mises 등가 변형률을 식 (6)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von Mises 등가 변형률에서 탄성 변형률을 제외하면 

von Mises 등가 소성 변형률 (  )을 얻을 수 있다 (이후 본 

논문에서는   를 등가 소성 변형률로 통칭). 재료의 탄소성을 

고려한 비선형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할 때 각 시간 증분에 따

른 von Mises 등가 소성 변형률은 식 (7)과 같으며, 전단 파단 

모델에서는 현재 시간 ( )까지 누적된 등가 소성 변형률이 재

료의 파단을 일으키는 파단 변형률 ( )에 도달시 파단이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식 (8) 참조). 전단 파단이라는 용어는 

등가 소성 변형률이 전단 변형에 기여하는 편차 변형률 성분으

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살펴보면, 식 (8)의 파단 

변형률을 상수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상수형 파단 

조건으로 정의한다.

   ′                           (5)

 



 ′ ′                          (6)

  



 ′  ′                          (7)




  ≥                           (8)

2.3 Johnson-Cook 전단 파단 조건

아직도 많은 연구에서는 파단 변형률을 상수로 정의하고 있

지만, 식 (9)와 같은 응력 삼축비에 따른 종속 변수로서 파단 

변형률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ohnson-Cook (1985)은 

식 (10)과 같이 3개의 재료 상수 ( ,  , )와 응력 삼축비를 

이용하여 파단 변형률을 정의한바 있다. 그러나 Abaqus와 같

은 상용 유한 요소 코드를 이용하여 Johnson-Cook 파단 변형

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ohnson-Cook 경화 법칙을 이

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Johnson-Cook 경화 법칙은 

Ludwik 변형률 경화 법칙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형률

에서 유동 응력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Johnson and Cook, 1985).

                            (9)

                     (10)

2.4 FLD 파단 조건 (FLD fracture criterion)

성형 한계 선도 (FLD, forming limit diagram) 파단 조건에

서는 이축 응력을 받는 박판에 발생한 주축 (major principal 

axis)에 관한 소성 변형률 ()이 성형 한계 곡선 (FLC, forming 

limit curve)에서 제시된 파단 변형률을 초과할 때 파단 또는 

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식 (11) 참조). FLD 파단 조건의 

경우 von Mises 항복 함수를 이용하여 파단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박판의 성형 가공 분야에 많이 

적용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FLC를 정의한바 있지만, FLC가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의 파단을 정의하기 위하여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

면, Zhu and Atkins (1997)와 AbuBakar and Dow (2010)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Zhu and Atkins (1998)와 Jie et al. (2009)이 

제시한 FLC (파단 변형률)를 식 (12) 및 식 (1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은 구조물에서 발생한 주축에 관한 소성 변형률 ()

과 종축 (minor principal axis)에 관한 소성 변형률 ()의 비이

며, 은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이다. 소성 변형률의 비 ( )에 

따라 파단 기준이 변동적임을 알 수 있다.

 ≥                 (11)

 
                        (12)

 











 ≤ 


   

    
  

      (13)

2.5 기공률 파단 조건 (porosity fracture criterion)

기공률 파단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공률 항복 함수 

(porosity yield function)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식 (14)

는 기공률 항복 함수를 나타내는데, Gurson (1977)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되어, Tvergaard (1981)와 Needleman and 

Tvergaard (1984)에 의하여 수정되어 GTN 

(Gurson-Tvergaard-Needleman) 항복 함수로도 불린다. 미시 

역학 관점에서 재료의 소성 변형은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마이

크로/나노 수준의 미소한 개재물이 강재로부터 박리 

(debonding)되어 기공 (void 또는 pososity)이 생성 및 성장하

는 과정이며, 파단은 성장한 기공들이 서로 병합을 의미한다. 

기공률 항복 함수는 연속체 재료 내부에 별도의 기공 등을 묘

사하지 않고 부재 내부 손상의 발전을 거시적 관점으로 표현한

다. 식 (14)에서 는 재료 내부에 원래 존재하거나, 새로이 생

성된 기공률 (porosity)을 의미하며 식 (15)와 같다. 식 (15)에서 

는 재료 상수  , , 에 의하여 결정되며, 식 (16)과 같

다. 식 (15)에서 는 손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기공률을 의미

하며, 는 파단이 완전히 발생할 때의 기공률이다.

     
 




   
      (14)



 










 ≤




 

                          (15)




                  (16)

기공률 항복 함수에서 기공의 발전율(발전 속도)는 생성률 

(  ) 및 성장률 ( )의 합으로 표현되며,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공의 생성률 (식 (18))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료 상

수 가 필요하며, 는 식 (19)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생성 기

공률을 나타내는 는 정수압 변형률이   일 때 평균이고, 표

준 편차가 인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여 식 (19)와 같이 

표현하였다. 여기서 은 의 크기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한

다. 기공의 성장률은 식 (20)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기공률 항

복 함수에서는 식 (21)과 같이 누적된 기공률 ( )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면이 축소하다가 파단 기공률 ( )에 도달하면 재료

가 외력에 저항하는 강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으로 간주한

다 (식 (17) 참조). 이를 기공률 파단 조건으로 정의한다.

                                     (17)

                   (18)

 


   
                   (19)

                                        (20)




≥                                  (21)

기공률 파단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복 함수에 포함되

는 재료 상수 5개  , , , , 와 기공률의 생성률을 

정의하기 위한 재료 상수 3개  ,  ,   가 필요하다. 기공률 

항복 함수는 미시 역학에 기반한 기공률의 생성과 성장이 재료

의 강성을 저하시킨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많은 연

구자에 의하여 물리적인 타당성을 인정 받았지만, 너무 과도한 

재료 상수를 결정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의 사고 한계 상태에 적용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2.6 연속체 손상 역학 파단 조건

연속체 손상 역학에서도 GTN 항복 함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손상 ()과 파단을 정의한다. 즉 손상이 발생하면 재료의 강성

이 저하되고, 계속해서 손상이 발전하여 특정 손상의 크기에 

도달하면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CDM에서 

손상은 미시적인 기공 등을 의미하며, 기공의 단면적을 , 초

기 단면적을 라고 할 때, 이들의 비를 손상으로 정의한다 

(식 (22) 참조). 손상은 특정한 변형률 즉 손상의 시작 변형률 

( )에 도달한 후 발전하기 시작하며, 손상의 크기가 임계 손

상  에 도달하면 파단된 것으로 간주한다. 손상의 발전 법칙

은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제안된바 있지만, Lemaitre (1992)에 

의하여 제안된 선형 손상 발전 법칙과, Bonora (1997)에 의하여 

제안된 비선형 손상 발전 법칙이 대표적이다 (식 (23) ~ (24) 참

조). 선형과 비선형의 정의는 손상의 발전이 소성 변형률의 증

가에 따른 손상의 선형성에 따라 결정된다. 식 (23) 또는 (24)에

서 는 CDM에서 사용하는 응력 삼축비이다 (식 (25) 참

조).  ,  ,  ,  는 모두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재료 

상수이다.

                       (22)

 
 

 
 


               (23)



 

 

 
                (24)

  

                (25)

2.7 파단 모델의 고찰

위에서 언급한 파단 조건 외에도 많은 파단 모델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Bressan and Williams (1983)는 전단 응력에 의

한 파단 조건을 개발한바 있으며, 부재가 순수한 전단 응력 

(pure shear)을 받는 경우, 즉 응력 삼축비 가 0일 경우 파단 

기구를 설명하기에 매우 적절한 파단 조건이다. 반면 응력 삼

축비가 음수일 경우 정수압 응력이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므

로, 즉 재료가 압축되므로 기공의 생성, 성장, 병합과 같은 파

괴 기구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부재가 세장하다면 좌굴로 

인하여 붕괴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파단보다는 항복에 

의한 과대 변형으로 붕괴할 것이다.

3. 파단 시뮬레이션의 예

3.1 재료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EH-36강으로 제작된 평활재 및 노치재 (노치 

반지름 = 0.5mm) 환봉형 인장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참고 문헌에서 얻을 수 있는 파단 조건 재료 상수를 적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에서 공칭 응력 (engineering 

stress)은 신율계를 이용하여 얻은 하중과 신장량으로부터 산정

하였다. 또한 평활재에서 얻은 공칭 응력 곡선을 균일 진응력 

곡선으로 변환 후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와 강도 계수를 도출

하여 균일 진응력의 최대점 이후를 예측한 평균 진응력 곡선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수치 해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로서 평균 

진응력 곡선을 이용하였다. Fig. 2에서 smooth-engineering은 

평활재의 공칭 응력 곡선을, notched-engineering은 노치재의 

공칭 응력 곡선을, smooth-average true는 평활재의 평균 진응

력 곡선을 의미한다. 노치재와 평활재는 같은 원판 (base plate)

에서 가공된 시편이며, 최소 반지름은 두가지 시편이 같다. 그

러나 노치재에서 하중 지지 능력(load carrying capacity)과 연

신률은 각각 현저히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연성 재료가 취성화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의 원인은 노치재에서 3축 응력 상태의 심화가 축강도를 증



가시키고, 빠른 파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상은 본 논문의 후속 논문에서 자세하게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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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pplied failure criteria

본 논문에서 언급한 많은 파단 조건 중에서, 조선 해양 관련 

분야 엔지니어와 가장 친숙하고, 공학적으로 직관적인 파단 조

건은 파단 변형률을 이용하여 파단을 정의하는 전단 파단 조건

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료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등가 소

성 변형률이 파단 변형률에 도달하였을 때 파단이 발생하는 조

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örnqvist (2003)가 제시한 

Johnson-Cook 재료 상수 ( =0.28, =4.40, =2.26)를 Fig. 3

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상화하여 다점형 데이터 (piecewise 

data, 청색 점선)로 동시에 나타내었다. Törnqvist (2003)의 재

료 상수를 이용하면, 높은 응력 삼축비 영역에서 파단 변형률

이 0.28 정도에 점근하기 때문에 상수형 전단 파단 조건에 

=0.28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단 파단 조

건으로서 Fig. 3 (a)에 나타낸 3가지를 모두 수치해석에 적용하

여 보았다. 또한 Fig. 3 (b)에 보인 곡선은 식 (13)을 이용하여 

추정한 FLC를 나타내며, FLD 파단 조건을 수치해석에 적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Choung (2009b)이 제시한 기공률 파단 조건 

재료 상수를 적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참조). 

연속체 손상 역학 파단 조건의 경우 적절한 재료 상수를 얻기

가 어려워 수치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Material constants of micromechanical porosity failure 

criterion (Choung, 2009b)

      

1.50 1.00 2.25 0.00 0.05 0.06 0.01 0.3 0.1

3.2 구조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Abaqus/Explicit를 이용하여 평활재 및 노치

재 환봉형 시편의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축대칭 해석을 위

하여 노치부 부근은 매우 작은 요소 (0.1mm)로 분할하였으며 

평행부는 천이 구간을 거쳐 비교적 큰 요소 크기를 적용하였

다. 실험 결과와의 직접 비교가 용이하도록 모델의 범위를 신

률계가 부착되는 지점까지로 한정하였다.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시편의 길이 방향 중심선 (적색 점선)을 따라 수평 방향 

(x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으며, 지름 방향 중심선 (청색 점선)을 

따라 시편 길이 방향 (y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축대칭 해석

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유도에 대한 구속은 필요하지 않았다. 

모델의 상단 절점에 균일한 강제 변위를 부여하여 하중을 구현

하였다. 사용한 요소는 감차 적분 축대칭 요소 (CAX4R)이었다.



(a) smooth specimen                                        (b) notched specimen

Fig. 4 FE model

3.3 수치 해석 결과

Fig. 5는 평활재와 노치재에서 파단의 소성 변형 과정을 비

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평활재의 경우 네킹 발생 이후 요소가 

심하게 변형 (distortion)하면서 해석의 정도 (accuracy)가 저

하되어 실험 곡선을 해석 결과가 정확히 추종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는 요소 크기를 작게 분할할 경우 해결이 가

능하지만, 해석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본 논문에

서는 상세 분할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치 해석에서 파

단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평활재 또는 노치재의 실험 곡선과 

수치 해석 곡선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파단이 발생하는 시점을 비교하여 보면, 파단 변형률을 상

수로 정의 ( =0.28)하는 경우 파단 평활재의 경우에서도 조

기 파단을 예측하지만, 노치재의 경우 너무나 급격한 파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점형 전단 파단 조건

의 경우 평활재 뿐만 아니라 노치재의 경우에도 파단 시점이 

실험과 매우 일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Törnqvist 

(2003)가 제시한 Johnson-Cook 재료 상수를 적용하여 파단을 

묘사할 경우 파단을 관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FLD

를 적용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반면 Choung (2009b)이 제

시한 기공률 파단 조건 재료 상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상당히 

조기에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파단 조건 및 재료 상수는 참고 문헌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재료 (EH-36)에 적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파단 조건을 현업 또는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응력 

삼축비 영역에 대한 파단 실험을 실시하여 그 재료에 적절한 

재료 상수를 도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응력 삼축비가 0이 

되기 위한 순수 전단 하중 실험부터, 노치의 첨도가 매우 큰 인

장 시편 실험까지 실험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Fig. 6은 다점 전단 파단 조건을 이용하여 파단이 발생하기 

직전 평활재와 노치재의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분포를 나타낸다. 평활재의 경우 시편의 중심부에서 응력 삼

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이 크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Fig. 7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의 중심부

터 파단이 발생하였다. 반면 노치재의 경우 응력 삼축비는 시

편의 중심에서 크게 발달하지만, 시편의 외곽에서 매우 국부

적인 등가 소성 변형률이 발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단이 어디에서 발생할지 매우 유동적이며, Fig. 7 

(b)에 보인 바와 같이 시편의 중앙부가 먼저 파단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만약 노치의 첨도가 현재보다 크다면 시편의 외

곽부터 파단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

는 사실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도 파단 변형률

은 상수로 취급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

한 응력장이 파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파단은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는 다점형 파단 변형률이 가장 정확한 조건이었지만, 이는 파

단 조건 선택의 문제보다는 재료 상수의 선택의 문제임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가장 적절한 파단 

모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재료 상수를 정

량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a) stress triaxiality of smooth specimen                    (b) equivalent plastic strain of smooth specimen

(c) stress triaxiality of notched specimen                    (d) equivalent plastic strain of notched specimen

Fig. 6 Distribution of stress triaxiality and equivalent plastic strain before onset of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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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ooth specimen                                    (b) notched specimen

Fig. 5 Comparison of engineering stress histories



                           (a) smooth specimen                             (b) notched specimen

Fig. 7 Fractographs of smooth and notched specimens

4. 결    론

최근 북극의 항로 개척에 따라 쇄빙선 또는 내빙선의 빙충돌 

사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해양 플랜트의 폭발 사고 등

도 종종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료의 파단을 예측하는 

기술은 구조물의 구조 설계를 위한 요소 기술임이 분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적

용하거나 적용이 가능한 파단 조건 또는 파단 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단 파단 조건의 경우 구조물에 

발생한 소성 변형률이 파단 변형률을 초과할 때 파단이 발생하

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선 해양 산업계에서는 거의 상수형 전

단 파단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파단을 응력 삼축

비의 함수로 표현 할 수 있는 다점형 전단 파단 또는 

Johnson-Cook 전단 파단을 이용할 경우 실제 파단 현상을 비

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기공률 파단 조건의 경우도 응력 삼축비 고려한다는 점에서

는 Johnson-Cook 파단 조건과 유사하지만, 기공률 파단 조건

의 경우도 항복 함수에 응력 삼축비를 포함시켜 재료의 경화를 

조절한 모델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공률 파단 모델은 연속체 

손상 역학 파단 조건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 외에 성형 가공 파

단 조건은 박판의 성형시 판의 찢김 여부를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파단 모델로서의 적용성

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환봉형 평활재 및 노치재의 인장 시편의 

실험 결과와 여러 파단 조건을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실제 현상과 거의 유사한 파단 기구를 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있어서, 파단 모델의 장점과 한

계점을 인식하고 파단 모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파단 

모델에서 사용하는 재료 상수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후속 논문에서는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를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소성 변형률 경화 법칙과 변형률 경화 법칙의 

재료 상수를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광범위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에 적용이 가능한 파단 모델의 

재료 상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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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 파단 변형률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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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ailure strain 파단 변형률, Stress triaxiality 응력 삼축비, Average stress triaxiality 평균 응력 삼축비,  Equivalent 

plastic strain 등가 소성 변형률, Ductile fracture 연성 파단, Shear fracture 전단 파단

ABSTRACT: This is the third of several companion papers dealing with derivation of material constants for ductile failure criterion under 

hydrostatic stress. It is observed that ultimate engineering stresses and elongations at fracture from tensile tests for round specimens with 
various notch radii tend to increase and decrease, respectively, due to stress triaxiality. The engineering stress curves from tests are compared 
with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nd it is proved that curves from two approaches are very closely coincide each other. Failure strains are 

obtained from equivalent plastic strain histories from numerical simulations at the time when the experimental engineering stress falls down 
suddenly. After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average stress triaxiality and accumulated average strain energy, material constants of 
Johnson-Cook failure criterion for critical energies of 100%, 50%, and 15% are presented. Experimental results conducted for EH-36 steel are 

relatively good agreement with 100% critical energy whereas literature states that aluminum fits with 15% critical energ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 unified failure criterion, available for most kinds of ductile materials, of critical energy according to the used materials can be 
provided.

1. 서    론  

본 논문의 1편 (Choung et al., 2011a)에서는 ICCGS 논문 검

토를 통하여, 소성 변형률 경화, 변형률 속도 경화 및 구조 파

단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HSE(2001) 

보고서 및 Nemat-Nasser and Guo(2003)의 논문을 통하여 온

도에 따른 변형률 경화, 그리고 온도와 변형률 경화/변형률 속

도 경화의 연성 효과를 실험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볼 수 있었

다.

본 논문의 2편 (Choung et al., 2011b)에서는 조선 해양 구조

물용 강재에 적용이 가능한 파단 조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상수

형 전단 파단 조건, 다점형 전단 파단 조건, Johnson-Cook 전

단 파단 조건, 기공률 파단 조건, 연속체 손상 역학 파단 조건, 

박판 성형 파단 조건 등의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표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파단 조건은 응력 삼축비의 함수

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봉형 평활재 및 노치

재의 인장 시편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단 조건을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와 유사한 파단 기구를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파단 조건의 선택보다는 선택한 

파단 조건에 대한 재료 상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선 해양 산업계에서는 파단 조건으로서 통상 등가 소성 변

형률을 사용하는 전단 파단 조건을 사용하며, 공학적으로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파단 변형률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전단 파단 조건의 재료 상수를 도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노치를 가지는 환봉형 인장 시편

에 대한 인장 실험을 실시하여 파단 시점을 인식할 것이다. 또

한 인장 실험에 대한 수치 해석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파단 변형률을 예측할 

것이다.

2. 실    험

2.1 시편 재료 및 설계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P사에서 제조한 E등급 고장력강

(EH-36)이다. 모재의 두께, 폭, 길이는 25mm x 2880mm x 

7000mm 이다. 밀시트(mill sheet)에 나타난 초기 항복강도, 공

칭 인장강도, 연신율은 각각 482MPa, 570MPa, 23%였다. 주요 

화학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 EH-36 base plate

C Si Mn P S Cr Ni
C

u
Mo Nb Ti V

4.0 3.0 3.0 4.0 4.0 2.0 2.0 3.0 2.0 3.0 3.0 3.0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한 시편의 기본 형

상은 환봉형으로서, 평활재의 경우 ASTM(2004)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였다. 평활재의 평행부 최소 설계 지름은 

8.5mm였지만, 실제 가공 후 최소 지름은 8.0mm로 제작되었다. 

노치재는 동일한 재료에서 노치의 첨도(sharpness)에 따른 소

성 경화 및 파단 변형률을 관찰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노치

재의 최소 지름은 평활재의 설계 지름과 동일한 8.5mm로 설계

되었으며, 제작후 실제 지름도 8.5m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노치의 반지름은 가공이 가능한 최소 반지름인 0.5mm부터 

평활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반지름인 128.0mm까지였다. Fig. 

1에 보인 시편은 강재의 가공 방향과 평행 및 직교 방향에 대

하여 각각 12개씩 제작하였다. 각 시편의 노치에 따른 명칭을 

Table 2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Fig. 2는 L37 (평활재) 및 L38 

(노치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팅이 완료된 상태

에서의 사진을 예시적으로 나타내었다. 사용한 신률계 

(extensometer)의 게이지 길이는 50mm였다.

R0.5 R1 R2 R4 R8
R16 R32 R64 R128R75 R100

8.5

       

                        (a) Specimen design                                         (b) Photo of specimens

Fig. 1 Schematic design and photo of specimens

Table 2 Specimen labels

Notch 

radius
∞ 0.5 1.0 2.0 4.0 8.0 16.0 32.0 64.0 75.0 100.0 128.0

Longi. 

label
L37 L38 L39 L40 L41 L42 L43 L44 L45 L46 L47 L48

Trans. 

label
T118 T119 T120 T121 T122 T123 T124 T125 T126 T127 T128 T129

                          (a) L37                                                       (b) L38

Fig. 2 Test photos



2.2 평활재 실험 결과

Fig. 3은 평활재 실험으로부터 얻은 공칭 응력 선도 및 평균 

진응력 선도를 각각 나타낸다. 식 (1) 및 (2)를 이용하여 공칭 

응력 및 공칭 변형률로부터 균일 진변형률(uniform true 

strain)과 균일 진응력(uniform true stress)을 얻을 수 있다. 그

러나 균일 진응력과 균일 진변형률은 네킹의 시작 이후에는 사

용할 수 없는 물리량이다. 대변형률을 동반하는 문제에서는 소

성 변형률이 통상 수십%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시편 내부에 발생한 소성 변형률의 최대치는 파

단 소성 변형률이다. Choung (2009)에 의하면 시편의 파단 소

성 변형률은 통상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편의 수치 해석

을 위해서는 균일 진변형률과 균일 진응력만을 가지고 대변형

률 해석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균일 진응력-균일 진변형률 

선도를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 구성방정식 계수를 구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같이 Swift의 소성 구성 방정식을 

적용하여 강도 계수(strength coefficient)와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plastic strain hardening exponent)를 도출하였다. 이를 

도출하는 방법은 ASTM(2004)에 따랐다. T118의 경우 L37보다 

전체적인 연신율은 작게 나타났음을 Fig. 3 (a)로부터 알 수 있

지만, 연신율은 네킹에 의한 국부적인 소성의 변형(plastic 

localizat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는 않는다. L37과 T118의 물성치는 Table 3에 요약하여 나타냈

으며, 초기 항복 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 물성치는 L37이 

약간 우수하게 나타났다. 초기 항복 강도는 0.2% 옵셋을 이용

하여 도출되었다.

균일 진응력 및 균일 진변형률을 이용하여 도출한 강도 계수

와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는 전체 소성 변형 구간에서 유효하

기 때문에 평균 진응력(average true stress)을 도출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인장 강도까지의 데이터는 실험으로

부터 얻은 균일 진응력-균일 진변형률 곡선을 이용하고, 진인

장 강도 이후의 데이터는 강도 계수와 소성 변형률 경화지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평균 진응력-로그 진변형률로서 나타내면, 

Fig. 3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네킹이 발생한 소성 변형률

은 이론적으로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네

킹 소성 변형률은 L37 및 T118에서 각각 0.18과 0.17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네킹이 발생한 이후에 환봉의 네킹부는 일축 

응력 상태가 아니라 삼축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

서 von Mises 등가 응력으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Choung, 

2008). 통상 이를 등가 진응력이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네킹 

이후 예측한 진응력을 등가 진응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별

도로 등가 진응력을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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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gineering stress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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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verage true stress curves

Fig. 3 Stress-strain curves of smooth specimens

                                         (1)

                                         (2)

                                       (3)

                                      (4)

: 공칭 변형률

 : 공칭 응력

  : 균일 소성 진변형률

 : 균일 진응력

 : 로그 소성 진변형률

 : 평균 진응력

: 소성 변형률 경화 지수

 : 강도 계수

Table 3 Obtained mechanical properties (unit: MPa)

   

L37 423.670 520.576 635.618 0.180 843.930

T118 432.750 518.710 613.231 0.170 834.040

 : 초기 항복 강도

 : 공칭 인장 강도

 : 진인장 강도



2.3 노치재 실험 결과

Fig. 4는 노치재에 대한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 곡선을 나타

낸다. 노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응력 곡선을 작성할 수 없었

고, 표점거리로부터 공칭 변형률을 계산하였으며, 하중 값을 노

치부의 초기 단면적으로 나누어 공칭 응력을 계산하였다. 파단 

이후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은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지만, 노치의 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칭 응력은 커지고, 

파단까지의 연신율(공칭 변형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Choung (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하중 지지 능력의 증가는 노치부 

내부에 삼축 응력 상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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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to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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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notched specimens

응력 삼축비(stress triaxiality)는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에 발생한 정수압 응력( )과 von Mises 등가 응력( )의 

비율을 의미한다. Bridgman(1964)은 평활재 환봉형 시편이 네

킹 이후에 최소 단면의 모든 지점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여, 식 (6)과 같은 응력 삼축비() 공식을 제안

하였다. 여기서 와 은 각각 최소 반지름 및 네킹부 또는 노

치부의 곡률 반지름(notch radius)을 의미한다. Bridgman 응력 

삼축비를 이용하여 노치재 시편이 변형하기 전 초기 형상에 대

한 응력 삼축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변형이 발생한 이후에

는 변형된 형상을 계측하여 응력 삼축비를 추정할 수 있다. 따

라서 Bridgman 응력 삼축비는 초기 응력 삼축비라고 불린다. 

Fig. 5는 본 연구로부터 계산한 노치재 시편의 Bridgman 응력 

삼축비를 보여주고 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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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ridgman stress triaxiality

노치의 첨도가 증가하면 응력 삼축비가 증가하는 것을 Fig. 5

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응력 삼축비가 증가하면 파단 변형

률은 감소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Fig. 5로부터 확인할 수 있

다. 즉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구조물이라도 구조물 형상과 하

중의 유형에 따라 응력 삼축비의 발달 상태가 달라질 것이고, 

응력 삼축비가 파단을 결정하기 때문에 파단의 시점도 달라진

다는 의미이다.

3. 파단 변형률 예측

3.1 수치 해석 모델링

환봉형 노치재의 파단 변형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수치 해석

을 실시하고 이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baqus/Standard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

였다.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축대칭 해석을 위하여 노치부 

부근은 매우 작은 요소 (0.1mm)로 분할하였으며 평행부는 천

이 구간을 거쳐 비교적 큰 요소 크기를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와의 직접 비교가 용이하도록 모델의 범위를 신률계가 부착되

는 지점까지로 한정하였다. 시편의 길이 방향 중심선 (적색 점

선)을 따라 수평 방향 (x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으며, 지름 방

향 중심선 (청색 점선)을 따라 시편 길이 방향 (y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축대칭 해석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유도에 대한 구

속은 필요하지 않았다. 모델의 상단 절점에 균일한 강제 변위

를 부여하여 하중을 구현하였다. 가공 방향 평행 시편과 가공 

방향 직교 시편은 같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단지 Fig. 3에 나



타낸 유동 응력 곡선만 달리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예

를 들어 L38과 T119의 형상은 같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사용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소성 변형률에 따른 유동 응력 데이

터는 L37 및 T118로부터 도출한 값을 적용하였다.

Fig. 6 FE model for nonlinear FEA L38 and T119

3.2 수치 해석 정확도 검증

Fig. 7과 Fig. 8은 각각 가공 평행 방향 시편과 직교 방향 시

편에 대한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L39를 제외하면 수치 해석 결과는 거의 완벽하게 실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39의 경우 실험을 수행할 

당시 신율계의 부착 위치가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약간 편심되

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 

해석의 신뢰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3.3 파단 변형률 도출

재료 상수는 구조물의 형상이나 외력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두 개의 서

로 다른 구조물의 경우 외력에 의하여 초기 항복 강도, 탄성 

계수 등이 변동하지 않는다. 파단 변형률은 넓은 의미로 재료 

상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파단 변형률은 구조물의 형상 또

는 외력의 형태에 의하여 변동적이기 때문에 재료 상수로 간

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가지 재료만을 사용하

여 제작한 구조물 내부에서 부분별로 또는 부재별로 파단 변

형률은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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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est results with FE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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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est results with FEA results

따라서 충돌, 좌초, 폭발 등과 같이 구조물의 찢김, 압괴, 

충격 등을 동반하는 대변형률 문제에서 파단 변형률은 절대

로 상수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 결과

와 일치하는 파단 변형률을 사용해오고 있어서 연구자 마다 

서로 상이한 파단 기준을 적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노

치재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파단 변형률은 

상수가 아니고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나타내어질 필요가 

있다.

재료의 파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응력 삼축비의 이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치재의 경우, 노

치 외곽이 아닌 단면의 중심부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이 가장 

크게 발달하였다. 이는 Fig. 9에 나타난 시편 T118 및 T119의 

파면 관찰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T118의 경우 시편의 단면 

중심부에서는 컵-콘 파단(cup-cone fracture)이 명확하게 나타

났으며, 외곽부에서는 전단에 의한 파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편 중앙부에 정수압 응력이 지배하는 컵-콘 파단이 발생

하여 파단이 점점 전파한 후, 유효 단면적 (파단이 발생하지 

않은 단면적)이 소량 남아 외곽부에 전단 파단이 발생한 것이

다. T119의 경우에도 시편의 중앙부에 평평한 컵-콘 파단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전단에 의한 파

단 흔적을 볼 수 있다. Fig. 9에 나타낸 T119는 가장 노치 첨

도가 높은 시편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시편도 정수압 응력에 

의하여 파단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Upper fractograph of    (b) Lower fractograph of     

     T118                       T118

(c) Upper fractograph of      (d) Lower fractograph of     

   T119                        T119

Fig. 9 Fractographs of specimen T118 and T119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파단 변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를 통하여 파단 변형

률을 도출하였다.

(1) 실험 및 수치 해석의 공칭 응력-공칭 변형률을 비교하

여, 파단이 발생하는 수치 해석적 공칭 변형률 파악

(2) 수치 해석으로부터 정수압 응력과 von Mises 등가 응력

을 추출하여 응력 삼축비 도출

(3) 수치 해석으로부터 등가 소성 변형률 도출

(4) 파단이 발생한 수치 해석적 공칭 변형률 시점에서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파단 변형률) 파악

(5) 노치재의 첨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응력 삼축비 관계식 

정식화

Fig. 10은 시편의 단면 중심에서 응력 삼축비와 소성 변형

률을 추출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측한 바와 같이 

노치의 첨도가 높을수록 응력 삼축비가 증가하며, 파단 시점

에서의 등가 소성 변형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응

력 삼축비에 따른 파단 변형률을 도식화하기 위해서, 응력 삼

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 방법은 Bridgman이 제시한 초기 응력 삼축비

와 Fig. 10에 나타낸 파단 변형률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것이

다. 두 번째 방법은 파단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편 중심부 응

력 삼축비를 취하여 Fig. 10에 나타낸 파단 변형률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누적 변형률 에너지 개념

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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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lastic strain - stress triaxiality diagram

Fig. 11 (a)는 Bridgman 응력 삼축비와 수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파단시 변형률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일부를 제

외하면 응력 삼축비의 증가에 따라 파단 변형률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다. 여기서 종축이 local failure 

strain으로 정의된 이유는 시편의 중심에서 파단이 일어난 것

으로 간주하여 중심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을 추출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시편의 중심에서 응력 삼축

비는 초기 응력 삼축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소성 변형이 진행된 후에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으며, 만약 소성 변형 후 기하학적 형상

을 추출하여 Bridgman 응력 삼축비를 재산정하더라도 단면

에서 등가 소성 변형률의 분포는 절대로 균일할 수 없어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이유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아직도 초기 응력 삼축비에 

근거한 파단 변형률을 제시하고 있다(Dey et al 2006; Gupta 

et al. 2006).

Fig. 11 (b)는 파단시 시편의 중심에서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응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도표이다. 이 경우 정성적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만, 파단 변형률의 산포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

력 삼축비가 1.0보다 작은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는 문제가 있다. 즉 손상 시점에서 응력 삼축비는 이미 상당

히 발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응력 삼축비에 대한 파단을 

정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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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lastic strain - stress triaxiality diagram based on 

method 1 and 2



세 번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 (7)과 같이 Bao and 

Wierzbicki(2004)가 제안한 평균 응력 삼축비(average stress 

triaxiality)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파단에 이르는 시점 

(  )까지 응력 삼축비와 등가 소성 변형률의 곱을 적분하

여 파단 변형률로 나눈 값을 평균 응력 삼축비로 정의하였는

데, 이는 파단에 이르기까지 응력 삼축비로 표현된 누적 평균 

변형률 에너지(accumulated average strain energy, ) 개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식 (8)과 같이 임계 에너지 ( )를 정의

할 때 임의의 손상도에 상응하는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률로 간주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와 파단 변형률의 관계

를 추정할 수 있다. 

  
 





    
 




                   (7)

                    (8)

이 방법의 장점은 파단 변형률의 확률적 분포에 따른 임계 

에너지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파단 변형률-응력 삼축비 

선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g. 12 (a)는 L37~L48로부

터 평균 응력 삼축비와 파단 변형률을 도출하고, 임계 에너지

를 각각 1.0, 0.5, 0.15로 산정한 경우 응력 삼축비에 따른 파

단 변형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임계 에너지의 정도에 따

라 응력 삼축비에 따른 경향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b)는 Fig. 12 (a)에 나타낸 데이터를 이용하

여 곡선 적합한 Johnson-Cook 파단 변형률을 나타낸다. 이때 

파단으로 나타낸 실험 및 수치 해석을 이용하여 얻은 파단 

변형률 (Fig. 11 (b))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실험으

로 얻은 파단 변형률은 임계 에너지가 1.0일 때의 예측치와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무시하지 못할만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Fig. 10에 보인 바와 같이 응력 삼축비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즉 응력 삼축비가 비교적 급

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얻은 파단 시점에서의 응

력 삼축비 및 그 시점에서 파단 변형률의 예측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식 (9)는 평균 응력 삼축비로 표현한 

Johnson-Cook 파단 변형률을 나타내며, Table 4는 임계 에너

지에 따른 재료 상수를 나타낸다.  은 수정 결정 계수

(adjusted multip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로서 데이터와 

적합된 곡선의 상관도를 나타낸다. 1.0에 거의 근사하기 때문

에 매우 정확한 적합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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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lastic strain - average stress triaxiality diagram based 

on method 3

                                (9)

Table 4 Material constants of Johnson-Cook failure strain

    

   0.501 4.116 2.117 0.999

   0.274 2.348 2.373 0.999

   0.123 1.113 3.686  0.998

4. 토의

전단 파단(shear failure)의 용어 정의는 2차 편차 응력 불변

량 즉 von Mises 등가 응력 또는 등가 소성 변형률에 근거하

여 파단을 정의하기 때문에 전단 파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다. 따라서 등가 소성 변형률을 기준으로 파단을 정의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전단 파단이라 정의할 수 있다. 반면 

파단의 발생 기구 측면에서, 정수압 응력에 의한 파단 모드를 

연성 파단으로, 전단 응력에 의한 파단 모드를 전단 파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통상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는 연성 재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연성 재료가 인장의 정수압 응력을 경험할 때 재료 

또는 구조물은 연성 파단(ductile fracture)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성 파단은 미시적 관점에서 수 마이크로 또는 수 나노 크

기의 개재물(inclusions) 또는 2차상 입자(2nd phase particles)

가 철강 재료(steel matrix)로부터 박리되는 기공의 생성, 박리 

후 기공의 성장과 병합을 통한 파괴 모드를 나타낸다. 그러나 

연성 재료에 정수압 응력이 작용하지 않고 전단 응력만 작용

할 경우 즉 응력 삼축비가 0일 경우에는 파단의 양상 또는 

파단 변형률의 크기를 연성 파단 모드로 예측할 수 없다. 또

한 압축의 정수압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연성 파단 모드

를 보이지 않고 전단 응력에 의한 파단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은 연성 파단에 대한 실험이며, 따

라서 압축 또는 순수 전단에 의한 파단을 예측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Bao and Wierzbicki(2004)과 Teng et al.(2005)는 압

축 실험을 통하여 평균 응력 삼축비가 -1/3이하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한계 

변형률(cut-off strain)로 정의한다. 또한 전단 실험을 통하여 

1/3보다 작은 평균 응력 삼축비 영역에서 파단 변형률을 도

출한바 있다. Fig. 13의 적색선은 Bao and Wierzbicki(2004)의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된 파단 변형률 곡선과 본 논문을 통하

여 도출된  =0.15 기준 파단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다. 본 논

문에서 제시된 Johnson-Cook 파단 변형률은 평균 응력 삼축

비가 0.38이상인 구간에서 Bao and Wierzbicki(2004)의 결과

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은, Bao and Wierzbicki(2004)는 알루미늄 합금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15% 임계 에너지를 파단으로 제시하였고, 

본 논문에서 15% 임계 에너지를 기준으로 파단 변형률을 도

출한 곡선이 알루미늄 합금 곡선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다음 

2가지 예측이 가능하여 진다.

- 평균 응력 삼축비와 임계 에너지가 재료에 무관하게 사용

이 가능

- 재료에 따른 임계 에너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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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lastic strain - stress triaxiality diagram based on 

method 3

물론 본 논문에서 수행하지 못한 전단 실험 및 압축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여, Fig. 13에 제시된 곡선과 일치하는 곡선을 

얻을 수 있다면 첫 번째 가정은 매우 타당한 가정이 될 것이

다. 또한 추후 구조물 파단 실험을 병행하여 재료의 파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료별 임

계 에너지 수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파단의 시작을 파단으로 간주하였다. 즉 연

성 재료라 할지라도 파단이 발생하자마자 곧장 성장 및 병합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보면 파단의 발생으

로 인한 하중 (공칭 응력)의 1차 강하와 점진적인 강하를 식

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조선 해양 구조물용 강재의 파단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서 

전단 파단 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조건에 대한 재료 상수를 도

출하기 위하여 노치의 첨도가 점점 커지는 환봉형 인장 시편을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노치의 첨도가 

점점 커질수록 파단에 이르는 연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축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에 대한 원인은 노치에서 발달한 응력 삼축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험이 실시되었던 시편에 대한 수치 해석을 수행하여 공칭 

응력 - 공칭 변형률 선도를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든 시

편에서 매우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서 본 논문에

서 수행된 수치 해석의 정확도를 증명하였다. 수치 해석과 실

험의 공칭 응력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실험에서 하중 (공칭 응

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수치 해석 공칭 응

력 선도에서 인식한 후 이때의 등가 소성 변형률을 파단 변형

률로 간주하였다. Bridgman 응력 삼축비는 시편의 초기 형상

에 기인하기 때문에 파단 변형률을 지배하는 독립 변수로서 사

용하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치 해석에서 파단

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응력 삼축비를 파단 변형률의 독립 변수

로 사용할 경우 비교적 많은 산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낮은 응력 삼축비에서 파단 변형률을 알 수없는 문제점

이 존재하였다.

새로운 개념의 변수인 평균 응력 삼축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누적 평균 변형률 에너지 개념을 적용한 결과, 누적 된 에

너지의 총량에 따라 즉 임계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매우 일관

성을 가지는 파단 변형률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임계 에너지

를 100%, 50%, 15% 수준에서 도출하여 비교한 결과, 100% 임

계 에너지 수준에서 실험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알루미늄의 임계 에너지가 15% 수준으로 판명되었

기 때문에 임계 에너지는 연성 재료의 파단을 정의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단 변형률의 타당성에 대한 구조물 파

단 실험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광범위

한 응력 삼축비 영역에 대한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

히 순수 전단 실험 및 압축 실험을 실시하여 응력 삼축비가 0



에 근접하거나 음수인 경우 파단 변형률의 변화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한계 변형률 이하에 파단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상용 유한 요소 코드에서는 응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파단 변형률을 정의하여 파단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평균 응

력 삼축비의 함수로서 파단을 구현하는 것은 사용자 서브루

틴 (user subroutine)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연

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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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저․수산개발, 항만감시 및 군사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중로봇의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잠수함 구조

용 로봇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 분야에 따라 ROV 및 AUV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상용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선진 수중로봇연구의 선두에 서있는 

미국의 Perry Offshore, Ametek Straza, WoodsHole과 같은 연

구소에서 다양한 용도의 수중로봇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해양기술국에 비해 매우 늦게 수중로봇연구

가 시작되었으나, 선진조선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관련연구

가 발전하였다. 그 결과 1987년 선박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의 

“해양250”를 시작으로 1992년 4자유도 수중로봇 “CROV300, 

1993년 대우중공업의 "OKPO-6000", 1997년 자율 무인잠수정 

”VORAM", 2007년 “해미래”와 “이심이”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와 크기의 수중로봇의 핵심장비는 수중추

진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진체 성능에 따라 수중로봇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며, 총제작비의 10~50%를 수중추진체가 차

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중로봇의 형태와 사용 목적은 달

라도 수중에서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는 수중추진시스템이 5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중로봇에 필요한 

수중추진체를 자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중추진체의 대

표적인 제작사는 미국의 Tecnadyne社로 1980년경부터 BLDC 

모터기반의 300W, 1KW, 1.25KW, 5KW급의 다양한 수중추진기

를 개발하였다. 또한 영국의 SAAB Seaeye社는 1986년에 설립되

어 다양한 종류의 수중로봇 및 수중추진체를 개발하였고, 영국

의 sub- Atlantic社는 1997년 설립하여 수중로봇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종류의 수중로봇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300W급 BLDC 모터 기반의 수중추

진체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용도와 크기의 수중로봇에 

적용 가능한 1KW급 BLDC 모터 기반의 수중추진체를 국산화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2. 수중추진체의 설계

2.1 수중추진체 관계식

본 연구에서는 추진기의 저항에 따른 추진동력을 설계하였다. 

추진체의 추진동력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ρ는 해수밀도, D는 추진체의 직경, KT는 추진계수이고 

n은 회전수이다.

추진기의 설계를 위하여 다음의 관계식들을 정리하였다. 우선 

추진기의 토오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C는 static merit 

coefficient로서 추진계수(KT)와 함께 추진기의 토오크 계산을 위

해 필요하며, 이들 값은 유사추진기의 특성차트를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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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는 선박용 추진기의 경우에 효율에 대응하는 값으로 선박의 

bow thruster나 예인선, ROV 등과 같이 전진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고출력을 사용하여 물체를 순간적으로 이동, 회전시키

는 경우에 이용되는 계수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경우 대략 

C=1로 알려져 있다. 회전수  및 토오크 는







                                        (3)

Q=ρn 2D 5KQ                                         (4)

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5)

이다.

2.2 추진시스템 구조 설계

현재 개발된 다양한 수중추진체의 구조 및 특징은 Table 1과 

같이 크게 4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ble 1 Comparance with present products

division power transmission 
structure characteristics

present
prodects

motor + gear + 
magnetic coupling

complex, good, sealing, 
light, small

motor + magnetic coupling complex

motor + gear + sealer complex, bad, sealing

motor + sealer simple, bad, sealing

developed 
system

marnetic outer rotor + 
can

simple, good, sealing, 
heavy

이 중 기름으로 수밀구조를 구성한 추진체는 제작 방식은 간

단하나 유지보수비가 높고, 일정 시간 경과 후 기름을 바꾸어야 

하므로 환경오염의 단점이 있다. 그리고 모터와 감속기, 자석커

플링 등으로 구성된 제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조립이 어려우나 

방수 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외부회전자․CAN․고정자로 구

성된 기어리스 모터타입으로 개발하였다. 이는 모터에서 프로펠

러로 직접 동력전달이 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감속기와 마그네

틱 커플링을 제거한 간단한 구조를 가진 outer rotor방식을 채택

하였다. 이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전달체계가 단순하며, 

방수성능이 좋고, 환경오염이 없으며, 조립․제조가 용이한 장

점을 가진 추진시스템이 제작가능하게 되었다.

Fig. 1 Sectional view of underwater thruster developed

2.3 유한요소법(FEM)에 의한 구조설계

추진시스템의 내압에 대한 FEM 해석을 위해 길이 140.5mm, 

직경 66mm의 원통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2에서 보듯이 단순지지 경계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2와 같은 재질 특성치로 설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고

유치 해석 시 기준외압 1MPa를 사용하였다.

Table 2 Analysis cases and material properties

Analysis Case t=tc=2mm

Material Aluminum 6061

Elastic Modulus (GPa) 68.9

Poisson's Ration 0.33

Fig. 2 Boundary Conditions and Buckling modes

FEM해석결과 셀 두께 2mm, cover 두께를 2mm로 하였을 때 

좌굴압력은 148기압 (14.8 MPa)이다. 안전계수를 3으로 하여도

49기압에서 좌굴이 발생하므로 본 개발연구품의 운영수심인 

200m사용에 원활할 것으로 해석된다. Fig.2  좌굴모드를 나타내

고 있다.

2.4 유동 전산해석을 통한 추진 프로펠러설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적의 프로펠러 익형의 형상을 도출하기 

위해 유동 전산해석을 실시하였다. 경계층 내의 벽면의 영향이 

정확히 표현 될 수 있도록 벽면 주위에 정렬격자를 조밀하게 생

성하였으며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연결 하였다. 전

체 격자수는 48,000개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의 속도 조건은 velocity inlet으로 주요 수중 작업장비의 

사양인 3knots(1.5432m/s)의 축 방향 속도를 바탕으로 입구속도

를 계산하여 속도를 대입하였고, 출구는 pressure outlet으로 설

정하여  ∞로 계산하였다.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주기

(Periodic)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Standard    

model로 Steady state 해석을 실시하였다. 프로펠러의 역회전이 

많은 수중로봇 추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익형의 해석도 정회전

과 역회전의 경우 모두를 해석하였으며, 익형의 받음각별 해석

결과는 Fig. 3에서와 같다. 정회전의 경우 a=15 〫부근에서 양력계

수(CL)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a=15 〫부근에서 유동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해석을 바탕으로 블레이드 각 단

면의 받음각이 12 〫가 되도록 배치하였다.



 

(a) Configuration of grid      (b) Results(CW)

Fig. 3 Configuration of grid and results

위 익형 해석을 바탕으로 설계된 덕트가 포함된 프로펠러에 

대한 전산해석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해석영역을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속도 및 압력구배가 큰 프로펠러

의 끝단에 격자를 집중 시켰으며 표면에서 난류계산을 위하여 

프리즘 메시를 이용하여 추진기 표면에 5개의 층을 생성하였다. 

격자수는 비정렬 격자 3,300,000개로 구성하였다. 입구의 조건은 

velocity inlet으로 주요 해중작업장비의 사양인 3knots 

(1.5432m/s)로 설정하였고, 프로펠러의 회전속도는  400~17500 

rpm 범위에서 7개의 경우에 대해 계산하였다. 출구는 pressure 

outlet으로 설정,  ∞로 계산하였다. 격자수를 줄여 계산시간

을 단축시키기 위해 주기(Periodic)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난

류모델은 Standard     model을 사용하였다. 해석결과 Fig. 4

에서 보듯 전진비가 증가할수록 추력계수와 토크계수는 감소하

고, 효율( )은 전진비 1.1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

Fig. 4 Streamlines around a ducted propeller and results

Fig. 5는 유동전산해석을 통해 개발된 프로펠러와 덕트이다.

    

Fig. 5 Propeller and duct developed by Using CFD Analysis

3. 개발 결과 및 성능시험

3.1 수중추진체 개발 결과

다음 그림은 유한요소법 및 유동전산해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직접구동방식의 1KW급 수중추진체의 사진이다. Fig. 6

은 제작된 스러스트의 본체에 프로펠러와 각종 이물질 및 추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드 및 방수커넥터를 장착한 사진이다. 

Fig. 7은  스러스트에 내장되도록 개발한 소형 드라이버 도면과 

설계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개발된 스러스트를 대상으로 육상

수중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6 1KW class underwater thruster

Fig. 7 Driver design and Block diagram of underwater thruster

3.2 수중추진체의 육상 성능시험

육상 성능시험을 통해 개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코어외경, 

적층, 자석의 두께 및 형상, 턴수, 권선사양, 에어캡 크기 등을 지

속적으로 조정하였다. Fig. 8는 수중추진체의 육상성능 시험을 

위하여 다이나모 및 관련 장치를 이용한 성능시험 사진이며, Fig. 

9은 다이나모 시험결과이다. 회전수 2000rpm당 출력 1050W,  토

크 50Kg.cm, 효율이 72%인 수중추진체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Performance test of underwater thruster by land

         (a) clockwise             (b) counterclockwise

Fig. 9 Results of dynamo performance



3.3 수중추진체의 수중 성능시험

개발한 수중추진체의 수중 성능시험을 위해 추력 성능 시험장

치를 설계․제작 하였다. 시험장치는 Fig. 10에서와 같이 물에 

약한 전자장비들은 수면위 보드에 고정되어 있으며,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부하를 최대한 줄이는 구조로 설계 되었다. 수중추

진체의 추력은 대차에 끈으로 연결된 로드셀 및 전류센서를 사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11은 실제 수중 시험 중인 수

중추진체의 모습이다.

Fig. 10 Drawing and shape of underwater test device

Fig. 11 Performance test of underwater thruster by water

1KW급 수중추진체의 수중 성능시험 결과 Fig. 12에서와 같이 

전방추력 24.2kg, 후방추력 15.8kg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개발목

표 추력치인 전방추력 23kg, 후방추력 15kg을 만족한다. 붉은색

은 회전속도, 푸른색은 추력을 나타낸다.

        (a) clockwise             (b) counterclockwise

Fig. 12 Results of 1KW class underwater thruster

3.4 수중추진체의 성능비교

Table 3은 개발된 수중추진체와 세계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

는 미국의 Tecnadyne社의 1KW급 추진체와의 성능을 비교한 표

이다. 개발된 BLDC 모터 기반의 수중추진체는 세계 우수 제품

인 Tecnadyne社의 1kw급 수중추진체에 비해 길이는 52mm 축

소, 전방추력 6.6%, 후방추력 9.0%가 개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중추진체의 부품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감속기어와 마그네틱커플링을 제거한 outer rotor 형태의 

혁신적인 구조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개발품은 출력용량 

1KW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중량이 1.3kg정도 차이를 보이

고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tecnadyne thruster

Table Tecnadyne社 Motor Data

Input power[W] 1050 1480

Output power[W] 850 1050

Max. speed[rpm] 2000 2000

Weight[kg] 2.7 4.0

Length[mm] 340 288

Housing O/D[mm] 190 200

Nozzle O/D[mm] 67 70

F. thrusting force[kg] 22.7 24.2

B. thrusting force[kg] 14.5 15.8

Motor type - Gear motor - Gearless motor

Shafting type - Magnetic coupling - Outer roto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 완료한 1KW급 BLDC 모터 기반의 수중

추진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개발된 수중추진체는 유동 전산해

석을 통해 최적화된 추진 프로펠러와 덕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구결과물은 선진국에서 개발․사

용 중인 동급 용량의 수중추진체와 성능과 크기가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어 향후 외화획득 및 국내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지역MT특성화사업의 연구비 지

원(해양산업고도화를 위한 핵심 해양장비 개발 - 전기모터 기반

의 해중 매니퓰레이터 및 추진시스템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

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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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nd energy has been in the spotlight as a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in Korea. To improve it's efficiency, It 
is essential that large scale Wind Turbine Generator System should develop and floating offshore structure is suitable for this. In this 
environment, big, strong and heavy Tower is very important part to support the Wind Turbine System. In this paper, structural 

analysis is established on Tower by considering load factor of blade and floating barge through finite element tool.

1. 서    론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가격의 상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

능유출의 사고로 인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태양열발전, 조력발전, 풍력발전 등에 대한 장기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풍력발전은 바람의 운동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써 일정 이상의 바람이 부

는 곳에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단지는 위험성이 적은 육상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덕, 영양, 제주도 등 많은 지

역에 이미 많은 육상풍력 발전단지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

원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바람은 육상에 비해 분포가 균일하고 고 풍

력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대수심에서 고정식 풍력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수

심이 깊어짐에 따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해저 바닥에 풍

력발전타워를 고정시키지 않고, 발전기를 부유식 바지(floating

교신저자 권용주: 부산시 영도구 동삼 2동

051-410-4937  kyj1743@naver.com  

barge)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에 있어서 풍력발전기를 지지해주는 타워(Tower)에 대한 

정적 동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유식 풍력발전에서는 

풍하중 및 회전하는 블레이드 뿐만 아니라 부유식 바지 또한 타

워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서 타워에 작용하는 블

레이드와 부유식 바지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유한요소 상용프

로그램인 NX-Nastran을 이용해 해석해보고자 한다. 

   

2. 하중요소

2.1 풍하중 (Wind Load)  

바람은 해수면 바로 위에서는 0이지만 해수면 위의 연직 높

이가 높아질수록 점차 커진다. 바람의 속도가 높이에 따라 커

지는 현상은 바람의 속도를 정의하는 평균시간에 관계없이 모

든 경우에 적용된다. 

바람의 속도를 나타낼 때는 수면 위 10미터의 높이를 사용

하여 정의한다. 

 
                                     (1)

여기서,  높이 에서의 풍속

 높이  에서의 풍속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wind profile

Fig 1은 바람의 수직 분포(wind profile)을 나타낸다.   

해상풍력발전기 타워는 원통형 셀모양의 세장체 형상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형상에 풍하중은 바람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하며 다음 식으로 얻어진다. 

  

 

                                     (2)

상수  는 공기밀도, 는 항력계수, 는 투영면적, 는 바

람의 속도를 의미한다. 

2.2 추력 (Thrust Load)    

Blade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추력은 날개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동압(Dynamic Pressure)으로 구할 수 있다 (이정탁 

외, 2009).

 



                                        (3)

여기서,     공기의 밀도   

          추력계수

          바람의 속도    

또는 풍력발전시스템에 작용하는 항력(Drag Force)으로 구

할 수 있다. 항력(Drag Force)은 타워를 전도시키려고 하고 날

개를 후류방향으로 굽히려고 한다. 회전하고 있는 구조물의 항

력을 계산하기 위한 단순화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바람의 속도   

           단면적   

2.3 나셀(nacelle) 및 날개(blade)의 무게에 의한 하중 

나셀(nacelle) 및 날개(blade)의 무게에 의한 하중은 다음 식

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정탁 외, 2009).



  {나셀 질량   + 블레이드 질량 }×       (5)

2.4 파랑에 의한 부이 거동 

본 논문에서는 현수형 체인에 의해 다점 계류된 하부구조물을 

고려하였다. 이 하부구조물은 길이 300m, 폭 60m, 흘수 20m인 

부유식 바지인 구조물이다. 이 하부구조물의 파랑에 대한 motion

은 수평면상의 운동(Horizontal motions)과 수직면상의 운동

(Vertical motions)으로 나누어 표현하였고, Fig 2와 Fig 3은 각각

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호영 외, 2001).

여기서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는 운동응답 진폭

을 나타낸다.

Fig. 2 Horizontal Motions of Floating Barge

Fig. 3 Vertical Motions of Floating Barge

Fig 4. Load & Boundary condition 



Table 1 Wave conditions

wind velocity  [m]  [sec] [rad/s]

operating       

Survival       

Table 2 blade nacelle weight & Tower specification

blade mass 60,000kg

Nacelle mass 611,621kg

Tower material steel

Tower diameter 10m

Tower height 160m

Tower thickness 0.1m

Table 3 When strom,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

motion surge heave sway roll pitch yaw

RAO 0.15 0.65 0.15 0.25 0.8 0.25

3. 하중적용 및 경계조건

Fig 4는 부유식 바지 위의 타워에 작용하는 하중 및 경계조

건을 나타낸다. 원통형 셸모양의 타워에는 풍하중(wind loads), 

블레이드에 의한 추력 (Thrust loads),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

의 무게가 하중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파랑(Wave)에 의한 부

유식 바지의 응답이 타워의 하부끝단에 경계조건으로 적용된

다. 이 경계조건은 Fig 2, Fig 3에 나타난 운동응답진폭에 의하

여 정한다. 

3.1 하중 및 재질 적용 

파랑조건은 해양파의 표준스펙트럼 ITTC 스펙트럼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손경호, 2010). 풍력발전이 가능한 Operating과 극

한의 Survival 상태로 나누어 해석을 해보았다.

풍하중은 타워에 분포압력으로 적용시켰고, 블레이드에 의한 

추력은 160m 높이에서의 풍속을 적용시켜서 추력을 계산하였

다. 블레이드 및 나셀의 무게와 타워의 제원은 Table 2에서 나

타내었다. 

Tower는 98%가 steel, 2%가 Prestressed Concrete 및 

Aluminum의 복합재료로 구성되므로 steel로 정하였다. (Dan 

Ancona et al., 2001)

3.2 경계조건

 풍력발전이 가능한 Operating 상태에서   이고, 이 

때의 운동응답진폭은 0에 가깝다. 이 때 파고가  로 작용하

고 이 때 RAO 값이 도 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실제 부유식 

바지에 작용하는 변위는  가량 발생한다. 이 때의 부유식 바

지와 타워의 접합부의 경계조건을 고정구속조건으로 두었다.

그리고 storm시의   이다. 이 때의 응답진폭은 

Table 3과 같다. 

이 때 변위는 파의 움직임과 맞추어 6자유도 운동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motion을 시간변수를 적용하여 강제변위 

구속조건을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4. 유한요소 결과 및 해석

4.1 Operating 상태의 유한요소 결과 해석

풍력발전이 가능한 operating 상태에서 하중에 의해 발생하

는 변위와 응력분포는 Fig 5와 같다.

Fig 5의 그림 중 상단에 있는 그림은 operating 상태의 변위

를, 하단 그림은 응력분포를 나타내며 각각의 타워를 눕혀놓은 

형상이다. 그림에서 휘지 않고 연하게 표시된 형상은 변형이 

일어나기 전의 형태를 표현한다. Fig 5를 통해 변형이 일어나

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4.2 Survival 상태의 유한요소 결과 해석

Survival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위와 응력분포는 Fig 6과 같

다.

Fig 6의 상단의 그림은 survival 상태의 변위를 나타내고 하

단 그림은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각각은 타워를 눕혀놓은 형상

이다. survival 상태에서는 파랑에 의해 floating barge가 흔들

리므로 변위가 발생한다.

Fig 5 displacement & stress distribution in operating 

condition

Fig 6 displacement & stress distribution in survival 

condition



Table 4 Displacement & stress at the top & the bottom 

Operating condition Survival condition

the top the bottom the top the bottom

displacment

[ ]
   

stress

[ ]
   

Table 5 Mode analysis

mode Frequency  

mode 1  

mode 2  

mode 3  

그림의 오른쪽 끝단에는 변형을 받기전의 형상과 비교하여 

변위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유식 바지에 병진운동 뿐만 아니라 회전운동도 발생

함으로 부유식 바지와 접해있는 타워의 하단부분에 휨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접합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함을 볼 수 

있다. Table 4는 타워의 상단과 하단에 작용하는 변위와 응력

을 보여준다.

Table 5는 mode 해석을 나타낸다. mode 1과 mode 2는 굽

힘에 해당하는 mode 형상을 보인다. 그리고 mode 3은 원주 

방향에 대해서 퍼지는 형상을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풍력발전 시스템 중 부유식 바지위에 

놓여 있는 원통형 셸모양의 타워에 대한 정적 동적 해석을 수행

하였다. 

operating 상태에서의 응력은 steel의 허용응력에 미치지 않지

만 survival 상태에서는 허용응력과 작용하는 응력을 비교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operating 상태에서의 변위는 윗단에 가장 많이 작용

하고, 아랫단에는 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survival 

상태에서는 아랫부분이 시간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변하면서 구

속되어 있으므로 아랫 부분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변위 및 응력은 윗단과 아랫단에 가장 많이 작용

하므로 양쪽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파랑에 의해 작용하는 주파수와 해석한 mode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만일 mode와 주파수를 비교하지 않고 설계할 

시 공진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공진이 발생할 때 계류라인에 

많은 장력이 발생해 계류라인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는 정적 motion과 동적 motion이 둘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계류되

어 있더라도 경계조건이 항상 고정구속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으

므로 이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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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컨버터블 ROV의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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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Design for Convertible 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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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ROV(Convertible 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 조종 잠수정, underwater manipulator 수중 매니풀레이터, thruster 추
진체

ABSTRACT: This paper present a development of a new six d.o.f. Convertible Remotely Operated Vehicle(CROV).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system is composed of ship body, control housing, tether cable, manipulator, actuator, and sensor system. The propulsion system and 

manipulator are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CROV. The CROV is designed to be converted into AUV by simply getting rid of the 
manipulator and tether cable and some frames. In AUV mode, the sensor system including IMU, DVL and SBL are applied with Extended 
Kalman filter. The AUV is designed to speed up to more than 3 knots. The control and sensor system is designed and developed using PCB. 

1. 서    론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양자원개발, 해양공간이용, 

해양환경보존 등과 련하여 해양의 상태를 조사, 찰하고 해

를 탐사하며 각종 해양시설의 검사, 보수  유지에 사용하

는 수 로 의 개발이 세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Gwon, 

2005;  Choi, 2006; 최현택 등, 2009; 유선철 등, 2009)

이 연구의 중심에는 무인잠수정이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선 원격제어 무인 잠수정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와 자율 무인 잠수정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로 나눌 수 있다.(변승우 등,2005)

ROV는 모선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한 수동적인 제어로 구동되

고 보통의 경우에는 작업을 위한 매니퓰레이터가 달려있어 정적혹

은 저속의 운동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AUV는 원격조종과 동력 전

달을 하기 위한 별다른 장치 없이 동력원과 스스로 움직이기 위한 

제어장치를 갖추고 수중에서 항해를 하며 작업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개발한 모든 ROV 및 AUV의 거의 모든 핵심 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수

중 매니퓰레이터와 수중추진체를 부착하여 운항 및 수중작업이 가

능한 ROV에 대한 설계 연구를 하였다. 특히,  ROV를 AUV의 구조

로 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변신 ROV에 대한 설계연구를 수행하였

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최형식: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051)410-4297 hchoi@hhu.ac.kr 

 2. 무인 잠수정의 기구부 설계 

2.1 ROV의 기구부 구성  

Rov는 항해 영역보다는 해저나 수중 구조물 등에 보수 및 

유지나 해양플랜트의 작업을 위해 매니퓰레이터나 다양한 작

업장비를 부착하여 수중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다. 하지만, 

ROV도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자기 위치 유지 및 

자세제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여러 대의 추진기를 6 자유

도 운동제어에 적합하도록 배치하며 이의 대표적인 ROV로 해

양연구원에서 개발한 해미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ROV는 수심 200m급을 목표로 Fig. 1과 같

이 ROV와 AUV의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컨버터블 AUV를 

설계 하였다. 전체 기구부 구성은 선체, 제어하우징, 테더케이

블, 매니퓰레이터, 추진기, DVL, USBL로 이루어져있다.

Fig. 1 3D modeling of the convertible AUV

ROV 형태에서의 자기 위치 유지 및 6자유도 운동제어가 

가능하며 외란에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분의 추진기를 

갖는 7개의 추진기를 갖도록 설계하고 이들을 Fig. 2와 같이 

배치하였다. 4개의 수평 추진기는 운항 시 충분한 추력을 내기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위해 사용하며 3개의 수직 추진기는 선체의 상하, 롤 및 피치 

운동제어에 사용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추진기는 최대 추

력을 낼 수 있게 최대한 유로를 확보하였으며,  롤 및 피칭 모

션시 최대 복원력을 낼 수있게 선체의 촤/우 측에 최대한 가

깝게 배치하였다.

 

Fig. 2 Actuator configuration for the 6 D.O.F

2.1.1 매니퓰레이터의 구성

매니퓰레이터의 구조는 작업공간을 크게하고 어깨관절의 부

하를 줄이기 위해 하부 관절 3개가 최하부로부터 요-피치-피치 

구조이다. 따라서 관절구동기의 용량을 적게 설계하여 경량이

고 소형화된 설계를 하였다. 해중에서의 매니퓰레이터의 구조

는 Fig. 3과 같다. 전체적인 매니퓰레이터의 구조는 요-피치-피

치-롤-피치-롤 구조로 설계하였다. 각 관절구동기의 무게는 하

부 3축 요-피치-피치는 각각 3.3kg의 무게를 가지며 상부 롤-피

치-롤-그리퍼는 각각 1.8kg, 1.8kg, 1.5kg, 2.8kg의 무게를 가진

다. 모든 관절 구동기는 모듈타입으로 해중 매니퓰레이터의 링

크부를 구성한다.  

Fig. 3 Underwater manipulator

2.1.2 추진체 설계

 다음 그림들은 개발한 직접구동방식의 300w급 수중추진체의 

사진들이다.Fig. 4는 제작된 쓰러스트의 본체이며 FEM 해석으

로 설계/완성된 사진이며 각종 이물질 및 추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드 및 방수커넥터를 장착한 사진이  며 Fig. 5는  쓰러

스트에 내장되도록 개발한 소형 BLDC 모터이다

   

Fig. 4 Underwater actuator for ROV

Fig. 5 3D Driver of the convertible AUV

 

2.1.3 내압 하우징 설계

 원통형 하우징의 설계는 원통 몸체, 양 끝단의 플렌지, 방수

를 위한 O-Ring처리 등이 설계의 중요한 요소이며 하우징 내

부에 장착되는 보드 및 장비를 위한 브래킷의 설계는 많은 노

하우 및 경험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수밀하우징은 Fig. 6과 같이 설계 되었으며 Front cap 과 End 

cap, 그리고 Main body로 이루어진 주구성품과 전원공급부로 구

성되어진다. 전원 공급부의 방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

우징 내부에 방열판이 완전 밀착이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지 보

수 및 작업이 쉽도록 설계하였다.

Fig. 6 3D modeling of the housing

2.2 AUV의 구조

   ROV 구조는 본체 프레임, 테더 케이블 및 매니퓰레이터를 

제거하면 AUV형태가 된다. AUV는 ROV 일때와 마찬가지로 

4개의 수평 추진기와 3의 수직 추진기로 총 7개의 추진기를 

가지며 6자유도 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AUV의 크기는 공기중에서 사람이 조작하기에 편리하면서 여



러 가지 장비를 탑재 할 수 있는 크기로 정하였으며 설계된 

AUV의 재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echanism specification of the AUV

구  분 ROV AUV

부 피  800×1000×900 mm 800×1000×300 mm

무 게 150kgf 100kgf

최대 작업수심 200m 200m

추진기 300W BLDC motor×7 300W BLDC motor× 7

제어자유도 6 D.O.F 6 D.O.F

배터리하우징 없음 1개
전원하우징 1개 1개
제어하우징 1개 1개

2.3 AUV의 추력계산   

무인 잠수정은 수중에서 받는 항력보다 큰 출력을 낼 수 있

어야 한다. 외란을 무시하였을 때 수중에서 수평 추진기의 사

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체 형상을 입방체 형태

로 가정, 수평 추진기가 최대 추력을 낸다고 가정하여 계

산하였다. 

                  

V=
F×g

0.5×ρ×C d×A
                         (1)

 여기서 F는 추진기의 추력 17.3kgf이며, C d
는 향력계수로 

0.8, ρ평균 바다 밀도인 1.025kg/m
3 , A는 AUV 전면 투영 면

적이다. 식 (1)을 계산하면  AUV의 최대 속도는 1.57m/s 이고 

대략 3Knot의 수평 추진속도를 가진다. 여기서 Cd를 충분히 

크게 설정하였는데, 선형설계를 최적으로 하여 이를 낮추면 4 

knots도 가능하계 설계될 것이다.

 3. 제어시스템 설계

3.1 제어시스템의 구성

convertible ROV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ROV 

의 제어 시스템과 A.U.V의 제어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ROV와 AUV는 모두 해저에서 작업하는 장비이지만, 서로 상이

한 제어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수행하는 작업

의 자율성에 따라 구분된다. 

ROV는 주행 시 오퍼레이터의 제어에 따라 선체의 움직임이 제

어 되는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AUV는 오퍼레이터 가 필요 없는 자

율 구동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진 장비를 한  

운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구부 변화와 함께 제어 알고리즘의 변

경이 필요하다. 먼저 ROV 모드에 필요한 제어시스템의 구조도는 

Fig. 7과 같다.(이종훈 등,1994)

  

       

           Fig. 7 The control system of ROV 

 ROV 는 선상에서 VDC 300V를 인가 받아 전원하우징에서 추

진체 및 각 카메라, 조명, 각종센서와 제어 회로에 필요한 전압을 

얻기 위해 전압 강하와 전압 안정화 회로로 구성 하였다. VDC 

300V를 48Vfh 변환하여 제어 하우징에 전압을 인가하여 다시 24V, 

12V, 5V 로 각각 전압을 강하 하여 전원을 공급하였다.(최현택

등,2009; 최현택 등,2007)

ROV 의 제어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제 수중에서 선체의 상태

를 실시간으로 오퍼레이터가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제 선체

의 상태를 알기위해 3대의 저조도 수중 카메라를 장착하였으며 

제어하우징의  IMU, DGPS, DVL, Depth 센서를 이용하여 Host 

PC와 선체와의 데이터 통신으로 오퍼레이터는 선상에서 R.O.V의 

진행방항, 현 위치, 선체의 상태 등을 체크 할 수 있다. R.O.V는 오

퍼레이터와의 정보교화에 중점을 두고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A.U.V의 제어 시스템은 ROV와 제어 회로를 공유한다. AUV는 

오퍼레이터의 필요없이 자율 주행을 지향하는 로봇으로  선상과의 

통신은 AUV 가 수면으로 부상 시 무선을 통한 통신이  중요하며 

수중에서의 주행거리 및 속도는 IMU, DVL이나 SBL 등의 센서성

능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보완하는 항법으로는 EX 칼만필터가 사

용된다. AUV 모드의 제어 시스템은 Fig. 8 과 같다.(유선철 등 

2009)

  

           Fig. 8 The control system of A.U.V     



AUV 제어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ROV의 제어 회로

를 공유한다. AUV 모드에서는 선상으로 전송되는 센서의 데이터

가 직접 제어 회로에 전송 되어 센서 데이터의 연산을 통해 현제 

위치를 추정, 선체의 상태와 경로를 제어하게 된다. ROV의 제어 

회로에 DSP 28335를 사용한 데이터 receive 회로를 결합하게 된다.

AUV는 주행중 선상과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

에  카메라 영상 저장장치를 따로 제어 하우징에 장착하였다. 주행 

중 수집된 영상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회수 후 영상 데이터를 육상

에서 분석하는 형태이다.

추진체의 제어를 위한 데이터는 확장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각각

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였다. AUV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율 

주행 알고리즘은 AUV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3.2 센서시스템의 구성

convertible R.O.V의 센서 시스템은 선체의 현 상태, 경로, 위치

등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 하여 동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확한 위치 값과 경로 등을 파악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Fig. 9 와 같이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9 The Sensors system of R.O.V 

    

   센서의 퓨전을 위해 확장 칼만 필터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확장 칼만 필터의 알고리즘은 Fig. 10과 같다. (오수훈 등,2007)

               Fig. 10 Extended Kalman filter

  5. 결    론

 

 본 연구에서의 ROV는 수심 200m급을 목표로 ROV와 AUV

의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컨버터블 ROV를 설계 하였다. 전체 

기구부 구성은 선체, 제어하우징, 테더케이블, 매니퓰레이터, 추

진기, DVL, USBL로 구성된 ROV설계를 하였다. 수중에서 6자

유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7개의 추진기를 새로운 형태로 배치하

여 설계하였으며, 전기모터 기반의 해중 매니퓰레이터를 장착, 

BLDC모터를 이용하여 추진기를 제작하여 무인잠수정을 설계하

였다.

AUV로 변환 시에는 매니퓰레이터와 테더케이블을 제거하고 배

터리를 운용하여 3knots 이상의 자율항행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

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AU.의 항법시스템인 확장 칼만 

필터를 설계하여 각각의 센서를 퓨전 함으로써 수중에서 AUV의 

위치/방향 및 속도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INS 시스템을 

구축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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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water robot is used for construction of seabed structure, research of deep-sea ecosystem, development of ocean 
energy, etc. A ducted marine propulsor is widely used for the thruster of underwater robot because of its collision protection, efficiency 

increment, cavitation reduction, etc. However, the flow of ducted propeller is very complex because it involves strong flow interactions between 
the blade impeller and duct. The present work aims to design the ducted propeller with the 2-D strip theory and CFD analysis. The 
hydrodynamic forces(i.e.   and ) computed to set local angle of attack along spanwise direction of the propeller blade. After propeller 

design, the performance coefficients such as thrust, torque, and efficiency were computed to check if the design performance was achieved. To 

validate the present analysis, the thrust was compared with experiment and good agrement was obtained. 

1. 서    론

오늘날 수중로봇은 해양 구조물 설치, 심해연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광활한 바다

에서 수중로봇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추진시스

템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수중로봇은 해저탐사, 해양구조물 보

수 및 유지 그리고 해중 촬영과 선저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심해의 광활한 공간에서 작동하게 되는 수중로봇

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수중로봇의 이동, 자세제어 등을 

위한 추진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중 추진시스템은 스크

류, 구동모터, 모터 드라이버, 컨트롤러 및 방수시스템으로 구성

되며 수중로봇의 성능이나 비용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

지만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시

급히 개발하여 사업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덕트 프로펠러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프로펠러의 보호, 추진효

율향상, 캐비테이션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덕트와 프로펠

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 유동이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수력

학적 성능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기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

한 유동해석이 필요하다.

교신저자 박원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57  wgpark@pusan.ac.kr

Kerwin et al. (1987)은 페널코드를 사용하여 덕트 추진기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정영래 (2002), Jang et al. (2004), Park et al. 

(2005)은 슬라이딩 멀티블럭 기법을 적용하여 로터와 스테이터

의 상호작용이 있는 덕트 추진기를 해석하였고, Jung et al. 

(2001), Park et al. (2005)은 로터와 스테이터의 상호작용이 있는 

워터젯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익형해석을 바탕으로 2-D 스트립(strip)이론을 

적용하여 수중로봇용 추진시스템을 설계하고, CFD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설계된 덕트 추진기의 난류 유동장을 해석하고 그 수

력학적 성능을 분석 하고자 한다.

2. 덕트 추진기의 설계

2.1 프로펠러 설계 과정

Fig. 1에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펠러 블레이드 설계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2-D 익형 유동 해석을 바탕으로 익형의 

유동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받음각을 선정한 다음, 2-D 스

트립이론을 적용하여 프로펠러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추진기 프

로펠러 외부에 덕트를 추가하여 덕트 프로펠러를 구성한 후, 추

진기의 성능 분석을 위해 3-D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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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propulsor design

2.2 익형의 형상 및 격자생성

2차원 유동 해석을 위한 격자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경계층 

내의 벽면의 영향이 정확히 표현 될 수 있도록 벽면 주위에 정

렬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였으며,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연결

하였다. 전체 격자수는 × 개로 구성되어 있다.

    

Fig. 2 Grid system of 2-D hydrofoil

2.3 익형의 유동해석결과

Fig. 3은 프로펠러가 정방향으로 회전할 경우에 익형의 받음

각별 유동장의 모습과 표면 압력계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받음

각     이하에서는 그림과 같이 유체가 익형의 표면을 따

라 흐르지만, 받음각     이상에서는 익형의 상부면을 따

라 심한 박리현상이 생겨 실속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3 (b)의 표면 압력계수 곡선은 익형의 상부면과 하부면의 

압력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면 압력계수 곡선의 내부면적

은 각 단면에서의 양력 성분을 나타낸다.

  

  

  

  

  

  

  

  

  

  

  

  

    

  

       (a) Pressure contour      (b) Pressure coefficient

Fig. 3 Flow filed and  -distribution of the hydrofoil in the   

       case of normal rotation



Fig. 4 Lift and drag coefficient of the hydrofoil in the case of  

       normal rotation

Fig. 4는 익형의 받음각별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받음각 변화

에 따른 항력() 및 양력계수() 곡선을 나타낸 그림으로, 

정회전의 경우     부근에서 양력계수가 감소하는 것은 

실속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각 계수들은 식 (1)~(2)로 표

현된다.

 



∞

 


       (1)

 



∞

 


    (2)    

 

여기서 는 익형의 항력, 은 양력, ∞은 유체의 유입속도

이다.

2.4 프로펠러 블레이드 설계

Fig. 5는 2차원 스트립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프로펠러의 각 

단면의 분포모습을 나타낸 그림으로 Fig. 3의 해석결과를 바탕

으로 각 단면의 받음각이  가 되도록 익형을 배치하여 프로

펠러를 설계하였다. 프로펠러의 단면별 피치각은 Table 1에 나

타나 있다. 프로펠러의 직경은 170 mm, 허브의 직경은 70 mm, 

추진기의 길이는 267.5 mm 이며, 프로펠러의 외부에 덕트를 추

가하였다. 덕트 익형의 받음각은  로 설계하였으며, 회전축

에서부터 앞날(leading edge)까지의 거리는   로 설계하

였다. Fig. 6은 설계된 덕트 추진기의 모습이다.

  

  (a) Planform shape (b) Stack-up of the blade strip

Fig. 5 Blade element profiles along spanwise direction

Table 1 Sectional pitch angle and Local angle of attack of a   

         ducted propulsor

r/R [%]
Pitch angle 

[degree]

Local angle of attack

[degree]

100 29.1 12

90 30.8 12

80 33.0 12

70 35.7 12

60 39.1 12

50 43.6 12

40 (Hub) 48.7 12

Fig. 6 Configuration of the ducted propulsor

3. 추진기 유동 해석

3.1 추진기 격자생성 및 경계조건

설계된 추진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산유동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은 CFD 상용코드인 Fluent 6.3(Fluent 6.3 user's 

guide)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격자의 형상은 Fig. 7과 같이 전체 해석영역을 비정렬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속도 및 압력구배가 큰 프로펠러

의 끝단에 격자를 집중 시켰으며 표면에서 난류계산을 위하여  

프리즘 메쉬를 이용하여 추진기 표면에 5개의 층을 생성하였다. 

격자수는 비정렬 격자 ×개로 구성하였다. 

Fig. 8은 추진기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 영역과 경

계조건을 나타낸 그림이다. 추진기를 둘러싼 경계(boundary)는 

회전축으로부터 1.5 의 거리를 가진다. 입구는 주요 해중 작업

장비의 사양인 3 knots (1.54 m/s)를 경계조건으로 설정하였고, 

프로펠러의 회전속도는 400~17500 rpm 범위에서 7개의 경우에 

대해 계산하였다. 출구는  ∞  로 설정하였다. 격자수를 줄여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주기(periodic) 경계 조건을 사용하

였으며 난류모델은 Standard    model을 사용하였다.



  

   (a) Ducted propulsor           (b) Propeller

Fig. 7 Grid system of the ducted propulsor

  

Fig. 8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3.2 추진기의 유동 해석 결과

Fig. 10은 1250 rpm 에서 설계된 추진기의 압력장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나타난 흡입면과 압력면의 압력차이가 프로펠러의 

추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 11은 프로펠러주위의 유선을 나타

낸 것으로, 후류의 속도 성분에서 매우 강한 회전성분이 남아있

음을 볼 수 있다. Fig. 11 (b)에는 프로펠러의 흡입면과 압력면의 

압력 차이로 발생하는 끝단와류(tip vortex)가 잘 나타나있다.

  

  (a) Suction side of propulsor   (b) Pressure side of propulsor

Fig. 10 Pressure contours of the ducted propulsor at 1250 rpm

  

(a) Front (b) Tip vortex

Fig. 11 Streamlines around the ducted propulsor

Fig. 12는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펠러의 전진비()에 따른 

추력계수( ), 토크계수() 그리고 효율( )을 나타낸 그림으

로, 각 계수들은 식 (3)~(6)로 표현된다. 

  


       (3)

  


       (4)

 





       (5)



∞
       (6)  

여기서 T는 프로펠러의 추력을 Q는 프로펠러의 토크, n은 프로

펠러의 회전수(rps)를 나타낸다. 전진비가 증가할수록 추력계수

와 토크계수는 감소하고, 효율은 전진비 1.1을 정점으로 증가하

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2 Performance of the ducted propulsor

4. 결    론

본 연구는 수중로봇용 추진기 개발을 위해 수중로봇 추진기

용 프로펠러를 설계 하였고, 설계된 추진기의 수력학적 성능확

인을 위해 CFD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추진기의 유동해석 및 

성능분석을 진행하였다.        

(1) 추진기 프로펠러의 설계를 위해 2차원 익형을 해석하고 

각 받음각에 대해  및   곡선을 도출하여 유동 특성을 파

악하였다.

(2) 익형 해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받음각을 선정하여 2차

원 스트립이론을 적용하여 추진기용 프로펠러를 설계하였다.

(3) 설계한 추진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기의 유동

해석 및 성능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수중로봇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전산유동해석

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추진기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향후 프로펠러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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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양산업고도화를 위한 핵심 해양장비 개발 - 전기모터 기

반의 해중 매니퓰레이터 및 추진시스템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장하용, 양아영, 소명옥, 박한일 (2010). “BLDC 모터 기반의 수

중추진체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2010년도 추

계학술대회 논문집, pp 41-45.

정영래 (2002). "로터-스테이터 상호작용이 포함된 수중 추진기

의 Tip 간극 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

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Fluent 6.3 user's guide (2006). Fluent Inc 

Jang, J.H., Jung, Y.R. and Park, W.G. (2004). "Propulsive 

performance analysis of ducted marine propulsors with 

rotor-stator interaction", Journal of Ship and Ocean 

Technology, Vol 8, No 1, pp 31-41.

Jung, Y.R., Park, W.G., Jun, J.G., Lee, S.W. and Lee, K.C. 

(2001). "Numerical Flow Analysis of a Single-Stage 

Ducted Marine Propulsor", 7th International Congress on 

Fluid Dynamics and Propulsion, SHARM-EL-SHEIKH, 

SINAI, EGYP.

Kerwin, J.E., Kinnas, S.A., Lee, J.T. and Shih, W.Z. (1987). 

“A surface panel method for the hydrodynamic analysis 

of ducted propellers”, Transactions of SNAME 1987;95.

Park, W.G., Jung, Y.R. and Kim, C.K. (2005). “Numerical 

Flow Analysis of Single-Stage Ducted Marine Propeller”, 

Ocean Engineering, Vol 32, pp 1260-1277.

Park, W.G., Jang, J.H., Chun, H.H. and Kim, M.C. (2005). 

“Numerical Flow and Performance Analysis of Waterjet 

Propulsion System”, Ocean Engineering, Vol 32, Issues 

14-15, pp 174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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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기*․민천홍**․박한일***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An Experimental Study for High Frequency Vibration Transfer 
Characteristic of Underwater Cylindrical Shell  

       

Hyun-Gi Jung*, Cheon-Hong Min** and Han-Il Park***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Jinhae, Korea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KEY WORDS: Cylindrical shell 원통형 구조물, High frequency vibration 고주파 진동, Excitation 가진, Noise 소음, Underwater 
vehicle 수중운동체

ABSTRACT: Underwater vehicles such as a UUV(Unmanned Underwater Vehicle) and a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use the sonar in 
order to detect underwater environment or other underwater vehicles. The underwater vehicles designed recently have a high rotation and power 
electric propulsion system. This system can generate high frequency vibrations above 10kHz and these vibrations have bad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he sonar. In many previous investigations, numerical analyses for high frequency vibration problem have been used.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analysis is carried out and a circular cylindrical shell is considered as a hull structure of underwater vehicle.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for the circular cylindrical shell are identified by experimental vibration analysis in the air and in fully-submerged condition. 

We compare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in the air and water to obtain hydro-elastic effects. It is found that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circular cylindrical shell are changed by the variation of response position.

1. 서    론 

 

최근 해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저 지형에 대한 탐

사나 구조활동, 해저 지진, 해저 케이블 시공 및 수중 군사활동 

등에 필요한 수중운동체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수중운동체의 선체는 주로 복수 개의 원통형 쉘 구조로 구

성 및 제작되며, 항해를 위해 주로 전기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해저 지형 등의 탐색을 위해 고주파(High frequency)의 소나

(Sonar)나 하이드로폰(Hydrophone), 핑어(Pinger) 등을 탑재한

다.  전기 추진방식은 고출력의 전동기와 감속기 및 프로펠러를 

이용하므로 고주파의 진동이나 캐비테이션 등이 발생하여 고주

파 대역을 주로 사용하는 소나에 소음원(Noise source)으로 작

용함으로써 목표물의 탐색에 장애가 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된

다. 따라서 수중운동체 자체에 설치된 장비에 의해 발생하는 구

조물의 고주파 진동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조물의 진동 특성은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감쇠비

(Damping ratio), 모드형상(Mode shape) 등과 같은 시스템 파라

미터(System parameter)로 표현되며(민천홍 등, 2009), 이러한 

교신저자 박한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2동, 051-410-4326,  

hipark@hhu.ac.kr 

특성들은 구조물의 재질이나 형상 및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된

다. 특히, 구조물이 몰수상태(완전 접수상태)가 되면 이러한 진

동특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몰수상태에서 원통형 쉘 구조물의 

전달함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구조물의 진동 해석을 위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규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

조물의 접수효과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부가질량법(Added mass 

method), 반 해석적 방법(Semi-analytical method), 전달행렬법

(Transfer matrix method) 및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등을 사용한다.(신창주 등, 2009) 특히 유체와 완전히 

접촉하는 얇은 원통형 쉘 구조물의 진동응답은 유한요소법과 경

계요소법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Ugurlu 등, 2008) 그러나 이러

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험을 통해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10kHz 이상의 고주파 범위에서는 기존의 곡선맞

춤기법을 이용하여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민천

홍 등, 2010) 더욱이 이러한 고주파 진동해석은 구조해석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며, 군사용 목적으로 연구되는 추진 소음과 관

련된 내용 등은 보안과 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공개된 자

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실험을 통한 고주파 진동해석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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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 쉘 구조물에 대하여 공기 중과 잠수 깊에 따라 가진점 주

변에서의 진동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었다.(김

병모 등, 2010; 민천홍 등, 2010; Min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랜덤 가진(Excitation) 고주파 진동측정 실험을 

통해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 대하여 복수 개의 원통형 쉘로 구성

된 수중운동체 선체 구조물의 진동 전달 특성 변화를 규명하고

자 한다.

2. 실험해석 

2.1 실험내용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쉘(Shell)로 구성된 수중운동체의 선

체에 대하여 고주파 진동이 가진점에서 멀어지면서 변화되는 진

동 전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진기와 가속도 센서의 방향

을 길이방향으로 설치하여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몰수상태의 실험장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Signal acquisition

(NI 4472B)

Matching 

network

(N8HFS)

Power amplifier

(PA8HFS)

Signal generator

(B&K 3560B)

Water 
tank

Shell 1Shell 2

Shell 3

Shell 4

Acceleration 
sensor

Exciter & 
Force sensor

Section 1Section 4

Section 2

Section 3

#1

#4

#7

#10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2.2 실험구성  

본 연구에 이용된 선체는 원통형 쉘 4개로 구성하였으며, 총 

길이 1.5m, 외경 30cm, 두께 6mm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하

였다. 각 쉘 사이에는 오링을 이용한 피스톤 형 수밀구조를 적

용하여 방수 처리를 하였다. 실험을 위해 가진기를 쉘 1에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고 10k~25kHz까지 랜덤 가진을 하였으며, Fig. 

2와 같이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는 전용 나사를 이용

하여 쉘 내부의 조립부 전후 각 섹션(Section)에 12개(12 Points)

를 30도 등간격의 원주 둘레에 설치하였다. 몰수 실험에서 높이 

1.5m, 폭 1m, 길이 25m의 2차원 조파수조가 이용되었으며, 이 

때 수위는 1m로 설정하였다. 공기 중에서의 실험에서는 선체를 

로프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매달았으며, 수조에서는 Dummy 

weight를 선체 외부의 양단에 설치하여 몰수상태가 되도록 하

였다. 선체 내부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 및 가진기(Exciter), 힘 

센서(Force sensor)의 케이블은 방수 처리된 선체의 관통구를 통

과하는 호스를 통하여 외부의 실험장비에 연결하였으며, 힘 센

서는 가진기와 선체 사이에 설치하였다.  

구성된 장비를 이용하여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서 길이방향에 

대하여 가진기로 가진하여 원통형 쉘 구조물의 주파수 전달함수

를 구하고 이를 100번 반복하여 최종 전달함수를 획득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가진기는 80kHz까지 고주파수 진동발생이 가능

한 Wilcoxon F7-1, 가속도 센서는 90kHz까지 측정이 가능한 

Endevco 7259B, 힘 센서는 Endevco 2312, 신호획득장비는 고주

파 신호용 24비트 8채널의 NI 4472B, 신호발생기는 B&K 2채널 

3560B 등을 이용하였다. 

Fig. 2 Acceleration sensors mounted longitudinally inside the 

circular cylindrical shell

3. 진동실험 결과 및 분석

Fig. 3~6은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서 길이방향으로 가진한 경

우에 1번 점과 4번 점에서의 측정된 전달함수를 보여준다. 이

러한 고주파실험에서는 측정범위 내에 수 십개가 넘는 모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곡선맞춤법을 이용한 기존의 실험진동 해

석 방법으로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다. 더

욱이 가진점과 응답점의 거리에 따른 전달함수의 변화를 특정

한 상수로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전달함수의 변화를 전달함수의 면적을 통해 비교하였다. 

Table 1~2는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서 길이방향으로 가진한 경

우에 대한 전달함수의 면적(Area of frequency transfer 

function)이며,  이것은 쉘 1에서 측정된 전달함수에 대하여 식 

(1)과 같이 normalizing 된 것이다. 

    

  
        (1)

여기서, 는 섹션의 위치를 나타내며 범위는 ∼, 는 측

정위치를 나타내며 범위는 ∼ 이다. 



다시 말하면,    는 가진기가 설치된 섹션 1 위치에서 

측정된 전달함수의 면적(  )에 대한 번째 섹션에서의 전

달함수 면적의 비이다. 이 비를 통하여 전달함수의 변화를 측

정할 수 있다.

Table 1~2를 통해 전달함수의 응답 크기는 공기 중과 잠수

상태 모두 가진기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감소

비율은 가진점과 가장 멀리 떨어진 4번 섹션의 경우에 공기 

중에서 최대 0.065이며, 수중에서는 0.096이다. Table 2에서 5번

과 9번의 ‘error’ 표시는 실험결과에 잡음이 많이 섞여있어 해

석을 못한 경우이다. 

Table 3은 가진기가 부착된 1번 섹션에서 측정된 공기 중과 

잠수상태의 전달함수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Table 3을 통해 

공기 중에서의 전달함수의 크기가 잠수상태에서의 전달함수 

크기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같은 가진력이 작용할 경우 수중에

서는 공기 중에서 보다 작은 응답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감

소비는 최대 0.188이다.

Fig. 3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the first point on the each 

section in the air via longitudinal excitation

Fig. 4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the first point on the each 

section in the fully-submerged condition via longitudinal 

excitation

Fig. 5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the fourth point on the 

each section in the air via longitudinal excitation

Fig. 6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the fourth point on the 

each section in the fully-submerged condition via 

longitudinal excitation

Point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1 1 0.456 0.262 0.168 

#2 1 0.274 0.392 0.115 

#3 1 0.796 0.373 0.196 

#4 1 0.306 0.231 0.129 

#5 1 0.346 0.308 0.065 

#6 1 0.496 0.356 0.158 

#7 1 0.394 0.322 0.112 

#8 1 0.835 0.491 0.242 

#9 1 0.443 0.354 0.208 

#10 1 0.609 0.284 0.216 

#11 1 0.416 0.275 0.190 

#12 1 0.537 0.367 0.247 

Table 1 Normalized area of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each point in the air by longitudinal excitation



Point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1 1 0.408 0.252 0.102 

#2 1 0.412 0.308 0.107 

#3 1 0.768 0.393 0.165 

#4 1 0.353 0.267 0.087 

#5 error - - - 

#6 1 0.591 0.206 0.096 

#7 1 0.472 0.206 0.106 

#8 1 0.806 0.217 0.135 

#9 error - - - 

#10 1 0.733 0.302 0.258 

#11 1 0.537 0.197 0.131 

#12 1 0.821 0.423 0.263 

Table 2 Normalized area of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each point in the fully-submerged condition by longitudinal 

excitation 

Point
Section

#1 in air (1)
Section #1 in 

fully-submerged (2)
(2)/(1)

#1 38886.24 9771.72 0.25129

#2 47256.16 8923.52 0.188833

#3 32462.72 8773.78 0.270272

#4 55899.36 14703.67 0.263038

#5 63097.2 error -

#6 58533.63 19124.02 0.326719

#7 48917.41 16067.09 0.328453

#8 35210.41 14038.69 0.398708

#9 34145.41 error -

#10 41280.14 10081.45 0.24422

#11 47525.8 14121.23 0.297128

#12 30021.37 7429.94 0.247488

Table 3 Comparison of the area of frequency transfer 

functions at the first section in the air and fully-submerged 

condition by longitudinal excit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 진동이 발생하는 수중운동체의 진동 전

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기 중과 몰수상태에서 길이방향의 

고주파 진동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가진점 근처에서는 공기 중에서의 진동응답이 몰수상태보

다 크다. 

(2)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진점에서 멀어질수록 진동이 감쇠되

며, 가진점에서 가장 먼 곳에서는 공기 중보다 몰수상태의 응답

이 작다.

(3) 고출력의 추진장치에 의한 고주파 가진은 선체 내부에 설

치된 고주파 부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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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controller design for pitch-axis motion of an underwater robotic vehicle in the vertical 

plane. First, an AUV mathematical model is established, Next, the control synthesis includes the 
∞H  loop-shaping design. Then, 

the resulting controller has been evaluated extensively in both the frequency and the time-domains. Finally, it is found that the 

proposed vehicle system provides good maneuverability over a wide range of operating conditions, even under model 

uncertainties. 

 
 

1. Introduction 
 

 

It is known that the AUV dynamics are fundamentally 

nonlinear and contain various uncertainties due to rigid 

body coupling and the hydrodynamic forces [1]. In the 

autopilot design, the control system is one of the basic 

technologies for improving diving and directional motions. 

Underwater vehicles use multiple control surfaces for 

performing efficient maneuvers. In reality, controller design 

resulting from classic linear approaches does not provide 

satisfactory performances, as reported by [2,3]. Earlier 

report on multivariable underwater vehicle control was 

based on LQG (linear quadratic Gaussian) method [4]. In 

addition, the 
∞H  control approach had been introduced in 

the robust stabilization of the uncertain plants [5, 6]. 

Moreover, the control problems have been designed by 

LMI (linear matrix inequalities) with 
∞H  control synthesis 

[7]. It is found that a 
∞H  loop shaping design provides a 

computationally efficient algorithm without explicit 

knowledge of the uncertainty [8]. In the multi-objective 

control synthesis, a single controller often leads to poor 

stability and performance, especially for tracking problems. 

In this case, the TDOF (two degree-of-freedom) controller 

[9] offers high-performance AUV system. In the dive plane 

maneuvering, the depth following, depth changing, and 

depth keeping are essential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ny AUV. A more detailed discussion on path following for 

underwater vehicles can be found e.g. in [10,11], and the 

bottom-following problems are discussed in [3].  

 
2. Dynamics of underwater vehicle 

 
The kinematic relationship and dynamic equations of a 

vehicle can be developed using the earth-fixed (inertial) 

frame { }U  and the body-fixed frame }{B . Using the 

Newton-Euler formulation, the rigid-body dynamics for a 

moving vehicle in the inertial frame is described as follows: 

( ))( GGext rrVVmF ×Ω×Ω+×Ω+×Ω+=∑ &&  (1) 

( )VVmrJJT Gext ×Ω+×+Ω×Ω+Ω=∑ && )(  (2) 

where T
extextextext ZYXF ],,[∑ = and T

extextextext NMKT ],,[∑ =  

are the generalized vector of external forces and moments 

decomposed in the moving frame }{B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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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vuV ],,[=  is the linear velocity decomposed in }{B ; 

Trqp ],,[=Ω  is the angular velocity of the frame }{B  

relative to the frame }{U ; T
GGGG zyxr ],,[= is the position 

vector of the CG drawn from BO  on the body. The external 

forces and moments that work on the moving vehicle can 

be written in terms of the following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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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six DOF vehicle dynamics given in 

equations (1) and (2) are highly coupled and nonlinear in 

nature. For diving kinematics, the transformation from a 

local to the global velocities occur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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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u  and w  are the forward and heave velocities, 

respectively. Assuming that small angle approximation in 

(4), the following kinematics relationship is obtained: 

 θwux +=& , wuz +−= θ& , q=θ&  (5) 

As shown in Fig. 1, the vertical offset eh  is defined as the 

perpendicular distance of the vehicle at CB from the 

reference depth trajectory. The pitch angle error 
eθ  is 

described by 
de θθθ −= , where θ  is the actual angle, and 

dθ  is the desired angle imposed by a reference depth 

trajectory. Moreover, from Fig 1 the depth rate of the 

vehicle is obtained by 

deeeee VzVwuwh θθθθ +=−≈−= && sincos   (6) 

By dropping any higher-order terms, a 3 DOF linear model 

can be written as 

 )( qzumX Gext
&& +=∑   (7) 

 )( uqqxwmZ Gext
−−=∑ &&   (8) 

 )]([ uqwxzumqJM GGyyext −−+=∑ &&&  (9) 

Then the external forces and moments in Eqs (7~9) can 

conveniently be written in terms of various contributions 

given in (3) and using superposition as follows: 

θθXqXuXuXX quuext
+++=∑ &&   (10) 

θδ δθZwZqZwZqZZ wqwqext
++++=∑ && &&

 (11) 

wMqMwMqMM wqwqext
+++=∑ && &&

 
θδθ δθ

θ
MM ++  

     (12) 

For example, the hydrodynamic force along the x -axis 

due to acceleration in the x -direction is expressed as uXu && , 

where uXX extu && ∂∂= / . In a similar manner, all other 

coefficients in Eqs (10-12) can be defined. The vertical 

motion is controlled by the deflection of the stem plane θδ , 

which is actuated by a servomotor. The diving actuator is 

modeled with a first-order lag motion: 

cφδδτ θθ =+&    (13) 

where τ  is the time constant, and cφ  is the command angle 

to the actuator. The state vector is defined by 
5],,,,[ Rzqwx T

eee ∈= θδθ . By combining (1), (2), and (4), 

the vehicle maneuvering model yields the extended state-

space representation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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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Then the standard state variable equation can be expressed 

as 

 ccc BuAxx +=&    (15) 



where 
MM AEA 1−=  and 

uM BEB 1−= . Then its distance from the 

reference depth trajectory is denoted by vertical 

displacement pη  with a preview distance 
pl . By the 

reference to Fig. 1, the output pη  can be expressed as 

epep lz θη +=    (16) 

The system output vector is defined as the vector of 

variables, 4],,,[ Rhpy T
pc ∈= ηθ , which are actually 

measured or effectively estimated by vehicle sensors. For 

the dive plane, the output equations is written as 

 )()()( tDutCxty ccc +=   (17) 

 
3. Control synthesis 

 
The nominal system is augmented with pre- and post-

compensators using weighting functions 
1W  and 

2W , 

respectively, [8]. Then the shaped AUV model )(sGs
 is 

described by using a left coprime factorization [12] 

)()()()()()( 1
12 sNsMsWsGsWsG ssns

−==    (18) 

In the LSD, the compensators are introduced to shape the 

nominal plant )(sGn
 for the desired open-loop gains ( KGs

). 

In this TDOF control setup, the control vector is partitioned 

as ][ fccp KKK = , where 
cpK  is the command compensator, 

and 
fcK  is the feedback controll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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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DOF robust control configuration for path 

following 

 

With reference to the control system in Fig. 1, a set of the 

perturbed vehicle plants with additive perturbations is 

given by 

{ }11 :)()( −
∞

−
∆ =<∆∆+∆+= γεNsMss NMG     (19) 

Rearranging the control system leads to the generalized 

AUV model ( )P s . Then, the generalized plant )(sP  is 

further writt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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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ference to the generalized control setup, a standard 

optimal 
∞H  control problem can be written as 

 
∞

= ),(inf KPFLKgstabilizinoptγ   (21) 

Alternatively, the suboptimal control synthesis is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 [9]: 

 γ<
∞

),( KPFL
, optγγ >   (22) 

where γ  is a constant for a pre-specified performance 

level.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prefilter is to ensure 

that the output of the actual plant )(sQa
 tracks that of 

)(sQd
 for robust model matching such that 

 2)()( −
∞
≤− γλsQsQ da

  (23) 

where 
cpsfcsca KGKGIWsQ 1)()( −−=  is the transfer 

function between az  and cy . As a refinement, the required 

scaling is given by 

 )0()0( 1
dagm QQS −=   (24) 

where )(lim)0(
0

sQQ asa →
= .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the 

resulting control vector is given by [ ]fcgmcp KSKK = . 

Consequently, the final ∞H  loop-shaping controller is 

depicted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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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al implemented setup of 
∞H  LSD for diving 

mameuvers  

 
 



4.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s the depth autopilot controller design of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for bottom-

following maneuvers in the vertical plane. We consider 

robust control synthesis for pitch-axis motion of an AUV in 

the diving plan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ntroller has the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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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water vehicle is more and more attracted by many researchers due to the widely applications in a lot of 
fields such as ocean explore, resource exploitation, underwater pipe system inspection,…Control the underwater vehicle is a 
challenging problem because the effect of underwater environment changes overtime and also is unknown. Thus, it is needed to 
design a robust controller to guarantee the robust stability and performance of system under unknown disturbance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pproach to the design of robust controllers using the LQG/LTR (Linear Quadratic Gaussian/loop-transfer 
recovery) design methodology.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 using state variable feedback has 
certain guaranteed robustness properties. First, the full-state variable feedback was designed and then the observer or Kalman 
filter provides the state estimates for feedback purposes. The observer allows full recovery of the guaranteed robustness 
properties of the LQ regulator with state feedback. To verify the designed controller,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implemented 
with the design of autopilot of ROV in depth and pitch control. 
 

1. Introduction 
 

Recently,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using 
underwater vehicle in a lot of commercial and military 
applications such as ocean exploration, resource 
exploitation and inspection of underwater systems. Design 
of autonomous control for such underwater vehicl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underwater survey 
systems. Control design faces with a number of difficulties 
because underwater vehicle dynamics is highly nonlinear 
and coupled and time-varying. In addition, the model 
usually consists of the hydrodynamic parameters are poorly 
known and the vehicle also subjects to variety of 
environment unknown disturbances due to wave and ocean 
curr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sign the controller to 
provide not only good performance but also performance 
robustness in the existence of disturbances and stability 
robustness in the presence of un-modeled plant dynamics. 

During last few decades, several control techniques for 
underwater vehicle that deals with the above control 
problems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successfully by 
many researchers. The two most common control 
approaches are robust control and adaptive control. For 
example, Yoerger and Slotine (1985) proposed sliding 
model controller for trajectory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s neglecting the cross coupling terms [4], [5]. 
Healey and Lienard (1993) used multi-variable sliding 
model control for diving, steering and speed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s with decoupled design [4],[6]. Sam-

Sang You and Young-Ho Chai (1998) presented multi-
objective control synthesis for diving autopilot design for 
underwater vehicles [2]. Besides, adaptive control 
approaches can be also found in many literatures [4]. It is 
shown that both of control techniques are applied to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 with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with uncertainty terms and unknown 
disturbances. 

Among the robust control techniques, LQG/LTR (Linear 
Quadratic Gaussian/Loop Transfer Recovery) method is 
one of simplified controls that can also guarantees the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of controlled system such as 
aircraft, underwater vehicles. For instance, Triantafyllou 
and Grosenbaugh (1991) used LQG/LTR to design the 
robust control for underwater vehicle systems with time 
delays. Milliken (1981) also applied this method to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 The LQG/LTR method is also 
applied in control of aircraft with good results has been 
investigated in [7], [8]. In spite of its simplicity, LQG/LTR 
is still an active area for application of control for 
underwater vehicle.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LQG/LTR method to 
design a robust controller for diving autopilot of 
underwater vehicle. This is a systematic design approach 
based on shaping and recovering open-loop singular values 
that deal with robustness issues in presence of uncertainties. 
First,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and Kalman filter are 
designed separately with guarantee some robustness 
properties. Second, two controllers is combined to for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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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G controller. Since there is no guaranteed robustness for 
LQG, it is needed to design the Loop Transfer Recovery to 
recover the robustness properties for the system. Then this 
control methodology is applied to diving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 model presented in [2].  Compare with 
the previous controller, the proposed controller showed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properties. 

 
2. State space of underwater vehicle 

 
The underwater vehicle model used in this paper is based 

on the model presented by You and Chai (1998) [2]. This 
model was considered its motion in vertical plan and the 
purpose is to control the autopilot diving motion (heave and 
pitch motion).  

After the vehicle model was linearized by using Taylor 
series expansion method, the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s 
for vehicle motions are written in the body frame as follows 
[2]: 
Heav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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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inematic relations are governed by the following 
equations 

q=θ&  (3)

θωθθω UUh −≈−= sincos&  (4)
Let us define a state vector, input vector and disturbance 

vecto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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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earized state – space form for underwater vehicle 
can be given as: 

)()()()( twEtuEtxEtxE DBAM ++=&  (6)
By using transformation of matrix ME , the above state 

space equation can be rewritt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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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Σ
)()(

)()()()(
:

tCxty
tDwtButAxtx&

 (7)

where AEEA
M

1−= , BEEB
M

1−= , and DEED
M

1−= . And the 

dimension of these matrices are given as nA ℜ∈ , rB ℜ∈ , 
mD ℜ∈ , and pC ℜ∈ . 

 
3. LQG/LTR methodology 

 
Linear Quadratic Gaussian (LQG) is an optimal 

controller in which combined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 with the Kalmal filter to form the 
dynamic regulator that can compensates with stochastic 
disturbances. However LQG controller is sometimes not 
robust enough to be used in practice due to the uncertainties 
in system and disturbances. Therefore, we will present the 
LTR technique to guarantee the robustness of system and 
achieve good performance. 

Consider the linear system with disturbance and 
measurement noise as follow 

⎩
⎨
⎧

+=
++=

)()()(
)()()()(

tvtCxty
tGwtButAxtx&

 (8)

where nRtx ∈)( , mRtu ∈)( , pRty ∈)(  are the state, the 
control input and the output respectively.  GCBA ,,,  are 
constant matrices with appropriate dimensions. )(tw , )(tv  
are the disturbance (process noise) and measurement noise 
respectively, which are usually assumed to be uncorrelated 
Gaussian stochastic process with zero mean and covariance 
matrices W  and V  as follows: 

{ } 0>=WwwE T , { } 0>=VvvE T , { } 0=TwvE  (9) 
The LQG control problem is to find the optimal control 
)(tu  which minimizes the following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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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Q , R  are symmetric positive semi-definite and 
symmetric positive definite weighting matrices, 
respectively.  

The solution to the LQG problem can be obtain by 
applying the separation principle in which the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 and the Kalman filter are 
designed separately, then combined together to solve LQG 
problem 
 
3.1 Linear Quadratic Regulator (LQR) 
 

The purpose of LQR is to determine the optimal 
controller in the deterministic model without )(tw and v (t). 
The control problem is to find the control input signal 

)(tu which takes the system to the zero state ( 0=x ) in an 
optimal manner by minimizing the deterministic cost 
function 

( )dttRututQxtxJ TT∫
∞

+=
0

)()()()(
2
1  (11)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can be written in terms of 
the state feedback control law 



)()( txKtu r−=  (12)

where SBRK T
r

1−−= with 0≥= TSS  is the unique 
positive semi-definite solution of the algebraic Riccati 
equation 

01 =+−+ − QSBSBRSASA TT  (13)

 
3.2 Kalman filter design 
 

Control feedback law (12) requires that state x is 
measured and available for feedback but it is not usually 
available. This difficult is overcome by designing the 
Kalman filter to find an optimal estimate state x̂ of the 
state x . The structure of state estimator is given as follow 

yKBuxCKAx ff ++−= ˆ)(&̂  (14)

where fK is chosen so that )(ˆ tx  is sufficiently close to 

)(tx by minimizing ( ) ( ){ }xxxxE T ˆˆ −− . fK is given by 
1−= VPCK T

f  (15)

with 0≥= TPP  is the unique positive semi-definite 
solution of the algebraic Riccati equation 

01 =−++ − CPVPCWAPPA TT  (16)

 
3.3 Linear Quadratic Gaussian 
 

By combine the state feedback control and state 
estimator, we construct the LQG controller as shown in fig. 
1. And the transfer function from the output to the input is 
 

ffrrLQG KCKBKAsIKsG 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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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near Quadratic Gaussian design 

 
Remark 1: The optimal gain matrices rK and fK exist, 
and the LQG-controlled system is internally stable, 
provided the systems with state-space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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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stabilizable and 

detectable [7]. 
Although both LQR and Kalman filter problems 

guarantee some robust performance and robust stability 
characteristics, the combination of them which shown is 
fig.1 does not always have any guaranteed robustness 
propert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loop transfer 
recovery (LTR) procedure was designed to recover the 
desirable  robustness properties of the combined system [7]. 

The transfer function of the plant () is 
BsCBAsICsG )()()( 1 Φ=−= −  (18)

The loop transfer function the input is 
)()()(1 sGsKsL LQG−=  (19)

and for the output is 
)()()(2 sKsGsL LQG−=  (20)

BsKsL r )()(3 Φ=  (21)

fKsCsL )()(4 Φ=  (22)

The LQG loop transfer function )(2 sL can be made to 
approach fKsC )(Φ , with its guaranteed stability margins 

if rK is designed in the LQR problem. Alternatively, the 
LQG loop transfer function )(1 sL can be made to approach 

BsKr )(Φ  by designing fK in the Kalman filter problem. 
The procedures are dual and therefore we will only 
consider recovering robustness at the plant output. That is 
we aim to make )()()(2 sKsGsL LQG−=  approximately 

equal to the Kalman filter transfer function fKsC )(Φ . The 
procedure is presented as follow: 

First, design the Kalman filter fK by manipulation of 

the covariance matrices of W , V  in order to have the 
desired loop gain fKsC )(Φ at the output of the plant. 

When the singular values of fKsC )(Φ  are thought to be 
satisfactory, loop transfer recovery is achieved by 
designing rK in an LQR problem with CCQ T=  and 

IR ρ=  where ρ is a scalar. As ρ tends to zero, 
)()( sKsG LQG  tends to the desired loop transfer function 

fKsC )(Φ . 
 

4. Simulation results 
 

To verify the LQG/LTR methodology for designing a 
robust controller, we apply this controller to autopilot 
diving control of underwater vehicle model describe in 
section 2 with parameters given in appendix. 

The objectives are as follows:  
Design pre-compensator for zero state error in term of 
singular value plots. 
Design the Kalman filter fK  for some good robustness 

properties of the target feedback loop fKsC )(Φ . 



Then by using LQG/LTR method to select a state feedback 
rK  so that LQG controller recovers the robustness 

properties. 
The singular values versus frequency of the basic model 

are shown in fig.2. Clearly, the steady-state error will be 
large in closed-loop. To make the steady-state error zero, 
the dynamics are augmented by integrators. The singular 

values including the integrators are depicted in Fig. 3, it is 
shown that the closed-loop steady state error will be zero.     
The response of state variables of underwater vehicle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controller and shown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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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In this paper, a robust controller was designed based on 
the LQG/LTR methodology. Since the LQG controller does 

not usually guarantee the robustness properties of LQR and 
Kalman design, the Loop Transfer Recovery was presented 
to recover the robustness properties of the LQG controlle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ontroller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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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state variables’ response  
 



good performance and robustness properties comparing 
with the controller mentioned 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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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1. Parameters of underwater vehicle 
 
U    = 3.065   [m/s] WW  = 53,400 [N] 

BW  = 53,400 [N] ρ    = 1,000   [kg/m3] 

l      = 5.3       [m] Gx   = 0.0       [m] 

Bx   = 0.0       [m] Gz   = 6.1       [m] 

Bz   = 0.0       [m] xJ   = 13,587 [kg m2] 

1b    = 1 1b    = 10 
g    = 9.81     [m/s2]  
 
 
Matrices of state space of underwater vehi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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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파랑운동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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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loating pendulor 부유식 진자형 장치, Wave energy converter 파력에너지 변환 장치, Wave-induced motion 파랑운동, 
HOBEM 고차경계요소법, Coupling analysis 연성해석

ABSTRACT: In this paper, wave-induced motion characteristics of floating pendulor is numerically investigated. Floating pendulor is a 
movable-body-type wave energy converter. The device is consisted of three main parts, that is floater, pendulum and damping plate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coupled motion analysis of floater and pendulum. In order to obtain hydrodynamic coefficients and wave exciting 
forces of floating bodies,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HOBEM) using wave Green function is applied to present problems. Hinged 
motion of pendulum is simulated by applying penalty method in which equivalent stiffness matrix correspond to hinged constraint condition are 

included in motion equations. Firstly, wave force and motion characteristics of floater only are observed with respect to different shape 
parameters. Then, two-body coupled analysis of floater and pendulum is carried out. Relative pitch velocity and total wave forces acting on 
floating pendulor are compared with those of fixed pendulor. 

1. 서    론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는 파의 상하운동 또는 회전운동을 

기계의 운동으로 변환하고 이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파의 운동을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는 OWC형 

파력발전장치나 또는 파의 운동에너지를 물의 낙차로 변환하는 

월파령 파력발전장치와는 다르게 직접 변환방식을 취하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반면 파랑하중을 구조

물이 그대로 견디게 되므로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

히 고정식 파력발전장치의 경우에는 큰 환경하중에 노출되기 쉬

우며, 설치장소가 수심이 앝은 근해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이

러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최근에는 부유식 가동물체형 

파력발전 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인 예로 Power Bouy, AquaBouy, Wavebob 등이 있다. 부유식 

파력발전 장치는 입사파와의 상대 운동이 발생하여 고정식에 비

해 파랑하중을 줄일 수 있지만, 목표로 하는 파주기에서 발전 

효율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형상인자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

다. 이러기 위해서는 초기 기본설계단계부터 파랑 중 운동 해석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신저자 남보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104(장동 171)

042-866-3934  bwnam@moeri.re.kr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부유

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에 대한 파랑하중 및 운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유동해석은 포텐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고차경계요소

법(HOBEM,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을 적용

하였으며, 등가 스프링을 이용하여 힌지 운동(hinged motion)을 

모사하였다. 여러 형상 인자에 따른 파력발전 장치에 작용하는 

파랑하중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운동 유무에 따른 진자 운동 특

성을 검토하였다.

2.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 

2.1 기본 형상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기본 형상은 Fig. 1와 같다. 

Fig. 1 Floating pendulor wave energy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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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는 크게 3가지 구성요소, 즉 수실, 진자, 감쇠판으로 

이뤄져 있다. 수실은 전체 부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입사파를 받아들여 공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진

자는 윗부분이 수실과 힌지 연결되어 있으며, 단방향 각운동을 

통해 파랑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전달해주는 역할

을 한다. 마지막으로 감쇠판은 수실 뒷부분에 위치한 얇은 판 

구조물로써 부가적인 유체력을 유발하여 수실의 전후 및 상하방

향 동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쇠판을 제외

한 수실과 진자와의 연성해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장치의 

주요 치수는 Table 1에 주어져 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floating pendulor

Main Particulars

LOA 15.0 m

B 10.5 m

TF 5.25 m

TA 4.25 m

Displacement 333.24 m^3

2.2 주요 형상 인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기본설계단계에서는 Fig. 2에

서처럼 다양한 형상인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주요 형상인자로는 

수실 자체의 길이(L), 폭(B), 깊이(D)와 진자의 길이(LP), 감쇠판

과의 거리(S)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표로 하는 입사파 주기

에 대해 수실내부의 유동이 공진응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실

의 제원들을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진자와 수실의 상대 각운동

이 크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진자 및 감쇠판의 형상인자들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형상인자에 따른 파랑하중

의 변화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Fig. 2 Geometrical variables of floating pendulor 

3. 수치해석 방법

2.1 고차경계요소법

부유체의 동유체력 계수 및 파랑강제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포

텐셜(Potential) 유동 기반의 파랑그린함수(Wave Green 

Function)을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고차경계요소법에서는 속도 포텐셜과 물체 형상을 9절

점 2차 사각 요소로 표현하고 있으며, 경계치문제에 대한 적분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특이 주파수 제거는 

Hong(1987)의 방법을 따랐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은 여러 검증계산을 통해 그 효율성 

및 정확도가 검증된 바 있다. (Choi et al., 2000) 

2.2 Penalty 방법

수실과 진자의 힌지 운동(hinged motion)을 해석하기 위해서 

김병완 외(2010)이 다관절 다물체에 적용한 penalty 방법을 이용

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수실과 진자의 12자유도 운동방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속조건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등가 

스프링을 도입하여 힌지운동을 모사하게 된다. 주파수 영역에서

의 등가 스프링을 고려한 최종 운동 방정식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는 각각 질량 행렬과 부가질량 행렬이며, 는 

감쇠 행렬이다.  는 부력에 의한 강성행력과 penalty 방법

에 의한 부가적인 등가 강성행렬이다. 

4. 수치해석 결과

수치 해석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에는 

수실 단독의 파랑하중 및 운동 특성을 여러 형상인자를 변화시

켜가면서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실과 진자의 연

성 해석에 따른 파랑하중 및 운동 특성 변화를 검토하였다. 

2.1 수실 단독 해석

수실 단독의 파랑하중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Fig. 3에서 보인

것과 같은 수치격자를 이용하여 고차경계요소법 계산을 수행하

였다. 이 그림에서 하나의 사각요소는 9절점 2차 요소에 해당한

다.  

Fig. 3 Mesh for floater only



포텐셜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종동요 부가질량 계수는 Fig. 4

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총 5가지 격자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여 

수치격자에 따른 수렴특성을 관찰하였으며, 약 1200절점이상의 

격자에서는 수치계산결과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입사파 중 수실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파랑강제력을 5

가지 입사각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수실에 작용하는 파랑력은 

약 0.65 rad/s근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공진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실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1/4파장의 정상파가 발생

했기 때문이다. Fig. 6은 공진이 발생했을 때의 구조물 주위의 

파랑장을 보여주고 있다. 공진의 발생으로 수실 내부 안쪽에 매

우 큰 파고의 정상파 응답이 발생하며, 수실 입구에 절(node)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4 Convergence test for pitch-pitch added mass of floater 

only

Fig. 5 Surge wave exciting forces acting on floater only

Fig. 6 Diffracted wave field around floater at the resonant 

condition (   )

(a) heave

(b) pitch

Fig. 6 Motion response of floater only

Fig. 6은 수실 단독의 운동 특성을 5가지 입사각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본 계산에서는 추가적인 수치감쇠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65 rad/s근방의 파랑하중의 공진응답이 운동의 

공진응답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상하운동 자체의 공진응답

은 1.2rad/s근방에서 발생하며, 종동요의 공진응답은 0.2 rad/s

근방에서 발생하였다. 

Fig. 7은 수실의 길이, 폭, 깊이를 변화시켰을 때 상하방향과 

종방향 파랑하중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

다. 수실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공진 주파수가 저주파수로 이

동하는 모습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으며, 수실 폭이 변화할 때

에도 3차원 수실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진점이 이동하게 된

다. 수실 내부의 깊이가 변화할 때는 유한수심에 따라 파장 조

건이 변화하게 되므로 공진점이 변화하게 된다. 

2.2 수실 + 진자 연성 해석

수실과 진자의 포텐셜 유동해석은 Fig. 8과 같이 격자를 생성

한 후, 수실과 진자를 2개의 물체로 취급하여 수행되었다. 이로

부터 얻어진 파랑하중과 penalty방법에 따른 등가스프링을 고려

하여 식 (2)와 같은 연성 운동 방정식을 풀게 된다.

Fig. 9는 힌지 스프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왼쪽)와 고려한 

경우(오른쪽)의 운동응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힌지 스프링이 없는 경우 진자가 힌지점에 상관없이 자유

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른쪽의 힌지 스프링을 

고려한 경우를 보면 진자의 운동이 힌지점을 중심으로 각운동만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다양한 세기의 힌지 스프

링을 사용했을 때 힌지점에서의 수실과 진자의 국소운동의 차이

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7N/m이상의 스프링이 사용되

면 힌지점에서의 운동의 차이는 미미하여 마치 두 물체는 한지

점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수치 방법으로 진자의 힌지 운동이 적절히 모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Effect of floater length

(c) effect of floater breadth

(b) Effect of floater depth

Fig. 7 The effect of floater shape change on wave exciting 

forces

Fig. 8  Mesh of floater and pendulum

(a) t=T+0.1T

(b) t=T+0.4T

(c) t=T+0.7T

(d) t=T+1.0T

Fig. 9 Comparison of motion response without (left) and with 

(right) hinged spring of pendulum at 

     (red circle : hinged point, blue 

rectangle : pendulum)

Fig. 10 Surge displacement error of hinged point with respect 

to various spring stiffness 

 

Fig. 11은 진자를 고려했을 때의 수실의 종동요 응답를 보여주

고 있다. Fig. 6의 (b)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종동요가 증가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실과 진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수

실의 종동요 운동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진자의 수

실에 대한 상대 각운동 변위와 속도를 다양한 입사파 주기에 대



해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위해 수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 부유식보다 고정식 장치가 더 큰 상대 각

운동 및 각속도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자의 상대 각

속도에 따라 발전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식 장치가 상대

적으로 더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부유식 파력발전장치는 비록 고정식 보다는 낮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목표 해상 주기인 4~10초의 파에 대해서는 좋

은 효율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3는 진

자형 파력발전 장치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선형 파랑력의 합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하중은 고정식 구조물에 

비해 부유식 파력발전장치가 훨씬 더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11 Pitch response of floater with pendulum

(a) relative pitch displacement

(b) relative pitch velocity

Fig. 12 relative pitch displacement and velocity

Fig. 13 1st order total surge force acting on pendulo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포텐셜 유동 기반의 부유체 운동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파랑운동 특성을 분석

하였다. 먼저 다양한 형상인자 변화에 따른 수실 단독의 파랑하

중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수실 단독의 파랑 중 운동 응답 특성

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Penalty방법을 이용한 진자의 힌지 운

동을 모사하여 진자와 수실의 연성운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

성해석을 통해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의 효율 및 파랑하

중 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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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전 전력연구원(KEPRI)에서는 기존의 Pelamis 형태에 가변

수주 진동장치(VLCO)를 도입하여 파랑운동과의 공진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한 가동물체형 파력발전기를 제안하고(양동순 등, 

2009) 그 성능을 수치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조석규 등, 2010; 

Kim et al., 2011).

  KEPRI에서 제안한 VLCO는 Fig. 1과 같이 두 개의 부유체와 

한 개의 관절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절부의 운동이 PTO로 전

달되어 본체 내부의 공기챔버와 공조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만

일, VLCO의 부체가 3개일 경우 파랑 중 거동이 달라지므로 발

전량 또한 부체 개수가 2인 본래의 VLCO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체의 수가 3인 VLCO에 대해 파랑 중 

거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2-body 시스템의 성능과 

비교함으로써 부체의 수가 VLCO의 발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Fig. 1 Configuration of 2-body VLCO system

2. VLCO 운동방정식 정식화

  VLCO는 관절부와 감쇠기로 연결된 다물체의 일종으로서 파

랑 중 거동은 식 (1)과 같이 주파수 영역의 운동방정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1)

여기에서 은 질량행렬,  은 부가질량행렬, 는 유체동

역학적 감쇠행렬, 는 유체정역학적 강성행렬,  는 변위벡

터,  는 파랑하중벡터로서 부체의 수가 m일 6m의 자유도를 

갖는다. 는 파도진동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유체역학적 계수와 

하중의 정식화하는 여러방법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차경

계요소법(Hong et al., 2005)을 적용하였다.

  식(1)에서   및  는 관절부의 강성 및 감쇠효과를 반영

한 추가된 시스템 행렬로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상세한 정식화는 선행연구(김병완 등, 2010; Kim 

et al., 2011)를 따랐다.

  한편, PTO에서의 발전량은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2)에서 C는 감쇠계수, φr은 PTO에서의 상대적인 Pitch 운동 즉 

회전각을 나타내며 η는 효율로서 70%로 가정하였다. T는 파도

의 주기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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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3. 수치해석

  부유체의 개수가 3인 VLCO의 배치와 제원은 기존의 2-body 

VLCO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Fig. 2는 3-body VLCO의 배치

형상을 나타내며 Fig. 3은 유체해석을 위한 수치 격자계를 나타

낸다. 3-body VLCO의 제원과 수치해석조건은 Table 1에 정리

하였다.

Fig. 2 Layout of 3-body VLCO system

Fig. 3 Numerical grid system

Table 1 Main particulars of VLCO and analysis condition

Item Body 1 Body 2 Body 3

Length (m) 19.884 20.116 19.884

Breadth (m) 2.424 2.424 2.424

Draft (m) 2.012 2.037 2.012

Displacement (m3) 53 55 53

Wave period T=2~20 sec

Wave height H=0.0629T2-0.0136T+0.0724 m

Damping ratio of PTO ξ=20 %

  VLCO의 운동해석 결과가 Figs. 4~7에 제시되어있다. Figs. 4

는 2-body VLCO의 Pitch RAO를 주기별로 제시한 결과이며 

Fig. 5는 3-body VLCO의 Pitch RAO를 나타내고 있다. Body 1 

및 2의 Pitch 운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2-body VLCO에 비해 

3-body VLCO가 더 큼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Figs. 6 및 7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PTO 1에서의 회전각 또한 3-body VLCO

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3-body VLCO에서 Body 3의 

Pitch 운동은 Body 1 및 2 비해 매우 작아서 Fig. 7에서와 같이 

비교적 단주기에서 PTO 2의 회전각이 PTO 1에 비해 작게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적 장주기의 경우 Body 2의 운동이 

매우 큰 이유로 PTO 2의 회전각이 PTO 1보다 오히려 더 큼을 

고찰할 수 있다.

  PTO에서의 발전량은 식 (2)에서와 같이 PTO 회전각에 따라 

결정되므로 VLCO의 발전성능은 PTO의 회전운동량에 좌우된

다. VLCO의 발전성능은 Fig. 8과 같이 크게 3가지 경우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9에 제시되어 있다. PTO 수가 2개

인 3-body VLCO의 경우 비교적 단주기에서 PTO 수가 2개임에

도 불구하고 2-body VLCO에 비해 발전량이 월등히 나아지지 

않음을 고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Fig. 7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PTO 2의 회전각이 단주기에서 매우 작아 PTO 2의 발전량

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교적 장주기일수록 Body 2의 운

동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PTO 2의 회전각이 커지면서 발전량 

또한 증가하여 전체적인 발전량이 2-body VLCO에 비해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2-body VLCO의 경우 장주기에서 발전량

이 극히 미미하여 성능을 발휘하는 주파수 대역이 단주기에 국

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3-body에서는 발전성능 주파수 대역이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PTO가 선수부에 1

개만 설치된 3-body의 경우 그 발전성능이 PTO가 2개인 경우에 

필적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형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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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dy 2

Fig. 4 Pitch RAO of 2-body V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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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ody 3

Fig. 5 Pitch RAO of 3-body V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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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ve pitch at PTO links of 3-body VLCO

(a) 2 body with 1 PTO

(b) 3 body with 2 PTO

(c) 3 body with 1 PTO

Fig. 8 Comparative cases for investigating VLCO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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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LCO가 도입된 가동물체형 파력발전기에 있

어서 부유체의 개수가 발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부체의 수가 2개인 VLCO와 부체의 수가 3개인 VLCO의 파랑 

중 운동을 수치적으로 고찰하고 PTO에서의 발전량을 서로 비교

하였다.

  단주기의 경우 부체의 수가 3인 3-body VLCO에서 Body 3의 

Pitch 운동이 작아 PTO 2의 발전량이 미미하여 부체의 수가 2

인 2-body VLCO에 비해 그 발전량이 월등히 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주기의 경우 Body 2의 Pitch 운동이 매우 커 PTO 2

의 발전량 또한 커지면서 장주기에서 발전성능이 미미한 

2-body VLCO에 비해 성능이 개선됨을 고찰하였다. 즉 부체의 

수가 2개인 VLCO의 경우 발전성능이 발휘되는 주파수 대역이 

비교적 단주기에 국한되지만 부체의 수가 3개인 경우 비교적 장

주기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므로 발전성능이 발휘되는 주파수 대

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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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    

ABSTRACT:  This paper is investigated to wave energy resources, available sea area for wave power generation and wave energy density map 

using the Korea sea area bathymetric data Consisting of 500m grid and long-term wave data from 1979 to 2005, which is provided by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Using this result, this paper provide Comprehensive and gener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promote, establishment of action plan  of Wave power generation.

1. 서    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녹색기술

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미래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

너지안보(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2030”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 중 신․재생에

너지 개발 보급 확대 및 성장 동력화의 핵심 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

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비젼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의 핵심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풍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보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량보급체제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

중으로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0% 달성하고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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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중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재원을 확충하고 예산대비 보급 효과가 큰 바

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

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굴, 시장 메커니즘 

도입, 청정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

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시장 성장 가능

성이 높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및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특히 파력, 조류, 온도차 발전 등 

보급 잠재력과 미래 산업화 가능성이 큰 해양에너지의 지속적

인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

해양에 존재하는 파랑, 조류, 수온 등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파랑은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

며, 설치 가능한 해역 또한 광범위하므로 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연안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에너

지 자원이다. 또한 파랑의 무한한 재생성과 환경오염 문제로부

터 자유로운 자원적 특성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에 따르는 환경

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체에너지 기

술로 여겨지고 있다(홍석원 등 1998). 

이러한 파랑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과 분산성

을 갖고 있어, 파력발전장치 설계 시 우선 파악되어야 하는 정

보는 파력발전장치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떠한 파랑을 이용하여 

발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류황진, 2006). 이상적인 파

력발전 장치는 설치해역에서 나타난 모든 파랑을 이용하여 발전

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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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에너지 밀도가 높은 해역에서 파랑의 출현율이 높은 파고와 

주기의 범위를 선정하여, 이에 적합한 파력발전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파랑 에너지 밀도는 파력발전 적지 선

정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며, 파랑특성은 발전장치의 효율 관점에

서 최적화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홍기용 등 2005). 

파력발전장치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해역의 파

랑에너지 밀도, 파랑특성 파악, 기존의 전력망과의 연결문제, 지

리적인 문제 및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

이 많다. 그러나 파력발전장치는 파랑이 가지고 있는 운동 또는 

위치에너지를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므로, 우선 파랑에너지 

밀도가 큰 해역을 선정하여 설치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파력발전 개발, 보급 실행계획 수립과 

산업화 전략수립 및 파력발전단지 후보지 선정 시, 1차 참고자

료 또는 파력발전 개발을 위한 종합적, 개괄적 정보 제공하기 

위한 우리나라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구축과 파랑에너지 부존

량 산출에 대한 연구로,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500m 격자

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해역의 수심자료와 1979년에서 2003년

까지 18km 격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심해 설계파 

자료를 이용하여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의 면적과 파랑

에너지 부존량을 계산하였다.

2. 파랑에너지밀도 지도 구축을 위한 분석자료

2.1 파랑자료 

본 연구에서는 1979년에서 2003년까지 18km 격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심해 설계파 자료를 이용하여 파랑에너

지 밀도 지도와 파랑에너지 부존량 계산하였다. 

Fig. 1 Grid points of KORDI wave data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심해설계파랑 자료는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의 

바람자료와 태풍해상풍 모델을 이용한 바람자료를 이용하여 

HYPA 모델과 WAM모델로 계산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

해 약 18km의 격자망에서 1979년에서 2003년까지 1시간 간격

으로 유의파고(Hs), 정점주기(Tp), 파향(Dir)을 계산한 자료이

다(이동영 등 2005). Fig. 1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파랑

자료의 격자점을 도시하였다.

2.2 수심자료 및 제한구역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심과 제한구역을 파력발

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 면적 계산의 조건으로 가정하여, 파력

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의 면적을 계산하였다. 

수심은 파력발전장치를 건설할 때 건설의 난이도와 건설비

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역이 수심

이 깊어짐에 따라 육지와의 이안거리가 길어져 전력 계통연계

를 위한 비용이 상승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

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을 우리나라 연안

해역과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 수심 200m이내 해역이라 가

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해역 중, 제한구역(해상국립공원, 천연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항해, 정박, 진입금지구역 등)에 해당

되는 해역의 면적을 제외하여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의 

면적을 계산하였다. Fig. 2에서는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

의 면적 계산을 위한 27개의 구역과 제한구역을 도시하였다. 

Fig. 2 A limited area and computational Sites

3. 우리나라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3.1 우리나라 해역의 파랑특성 및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1979~2003년까지 1시간 간격으로 계산된 파랑자료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Hs(m), Tz(s)와 파랑에너지밀도

(kW/m) 지도를 Fig.3, 4, 5에 나타내었다. 



Fig. 3 Hs(m) map of the Korea sea area

Fig. 4 Tz(s)  map of the Korea sea area

Fig. 5 Wave energy density(kW/m) map of the Korea sea area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이는 해역은  

독도해역으로, 연평균 파랑에너지 밀도는 16.14kW/m이고, 연

평균 Hs, Tz는 각각 1.74m, 6.16sec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

째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이는 해역은 울릉도해역으로 연평균 

Hs, Tz, Power는 각각 1.55m, 5.81sec, 11.98kW/m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역의 경우 제주 서쪽해역의 파랑에너지 밀도가 다른 

제주도 해역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제주 서쪽해역의 파랑

에너지 밀도는 11.96kW/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이는 울릉도 해역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해역의 파랑에너지밀도 크기는 서, 남, 동, 북 순

이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파랑에너지 밀도가 높은 해역

의 연평균 Hs, Tz, Power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ea area

Yearly mean

Hs(m) Tz(sec)
Power

(kW/m)

Dok-Do 1.74 6.16 16.14

Ulleung-Do 1.55 5.81 11.98

Jeju-Do(West) 1.50 5.44 11.96

Hong-Do 1.40 5.02 10.14

Table 1 Yearly mean Hs, Tz, Power of sea area holds a 

relatively high wave energy density at Korea sea 

area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Hs, Tz가 점

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고의 제곱에 비례하는 파랑

에너지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해안에서 파랑에너지밀

도가 가장 높은 해역은 홍도해역으로 연평균 Hs(m), Tz(sec), 

Power(kW/m)는 각각 1.40m, 5.02sec, 10.14kW/m로 나타났다.

남해안의 경우 다른 해역에 비해 낮은 Hs, Tz를 보이고 있

어, 파랑에너지 밀도 또한 낮은 값을 나타낸다.

동해안의 경우는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Hs, Tz, Power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해안에

서 파랑에너지밀도가 가장 높은 해역은 기장 동쪽해역으로 연

평균 Hs(m), Tz(sec), Power(kW/m)는 각각 1.12m, 5.59sec, 

6.21kW/m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파력발전장치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지만, 파력발전의 특성상 

우선 파랑에너지 밀도가 큰 해역을 선정하여 설치해야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 서쪽해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기존 전력

망과의 연결문제, 유지보수문제에서 파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독도, 울릉도, 홍도의 경우에는 각

각의 섬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의 일부를 독립발전하여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2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파랑에너지 부존량 계산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파랑에너지 부존잠재량은 해안선을 직

선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해안선 길이에 파랑에너지밀도를 곱

하여 계산하였고, 이 해역의 10%를 파력발전에 이용할 경우의 

파랑에너지를 가용 잠재량이라 정의 하였다. 그리고 가용 잠재

량에 파력발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경우를 기술적 잠재량이

라 정의 하였다. Table 2에서 파랑에너지의 부존, 가용, 기술적 

잠재량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Potential

resources

우리나라 연안의 직선 해안선 길이에 해당하는 
파랑에너지 

Available

resources
부존 잠재량 해역의 10%를  이용한 경우 

Technical

resources

가용 잠재량에 파력발전 가동율(20%)을 적용
한 경우

Table 2 Definition of potential, available, technical wave 

energy resources 

Sea 

area

wave

energy

density

(kW/m) 

coast

line

(km)

Potential

resources

(GWh) 

Available

resources

(GWh)

Technical

resources

(GWh)

1-고성 3.7 16 515.8 51.6 10.3 
2-속초 4.1 61 2206.9 220.7  44.1 
3-강릉 4.8 67 2799.6 280.0  56.0 
4-삼척 5.4 60 2848.8 284.9  57.0 
5-후포 5.2 55 2524.6 252.5  50.5 
6-영덕 5.5 55 2669.2 266.9  53.4 
7-장기 5.8 68 3454.9 345.5  69.1 
8-기장 6.0 66 3486.3 348.6  69.7 
9-거제도 4.3 64 2433.2 243.3  48.7 
10-고성 2.8 54 1315.1 131.5  26.3 
11-여수 2.5 46 1007.4 100.7  20.1 
12-거금도 3.0 54 1404.9 140.5  28.1 
13-완도 3.5 47 1449.3 144.9  29.0 
14-진도 5.8 46 2321.0 232.1  46.4 
15-맹골
      군도 8.9 44 3442.0 344.2  68.8 
16-도초도 9.2 55 4418.1 441.8  88.4 
17-홍도 10.1 81 7194.9 719.5  143.9 
18-함평 8.3 65 4731.7 473.2  94.6 
19-위도 7.8 62 4209.2 420.9  84.2 
20-안면도 7.1 61 3783.3 378.3  75.7 
21-태안 6.6 64 3677.8 367.8  73.6 
22-덕적도 5.7 55 2736.6 273.7  54.7 
23-백령도 4.2 140 5114.1 511.4  102.3 
24-제주
      서쪽 9.7 82 6967.7 696.8  139.4 
25-제주
      동쪽 6.8 105 6282.2 628.2  125.6 
26-울릉도 12.0   38 3994.6 399.5  79.9 
27-독도 16.1 3 423.1 42.3  8.5 

합계  1614 87412.3 8741.2  1748.2 

Table 3 Annual wave energy resources at Korea coastal sea 

area

직선으로 가정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안선 길이는 약 

1614km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랑에너지 부존잠재량은 약 

9979MWh로, 이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석유환산계수 

0.215적용)으로 나타내면 약 87.4TWh, 18.8백만toe이다. 부존잠

재량 해역의 10%를 파력발전에 이용한 파랑에너지 가용잠재량

은 약 998MWh로, 이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

면 약 8.7TWh, 18.8십만toe으로 나타났다. 가용잠재량에 파력

발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경우인 기술적잠재량의 연간발전

량과 석유환산톤은 약 1.7TWh, 3.7십만toe으로 나타났다.

3.3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 수심 200m이내 해역의 파랑에

너지 부존량 계산

Potential

resources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이내, 수심 200m이내 해
역면적에 4MW/km2의 파력발전기를 설치한 경우 

Available

resources
부존 잠재량 해역의 5%를  이용한 경우 

Technical

resources

가용 잠재량에 파력발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경우

Table 4 Definition of potential, available, technical wave 

energy resources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이내, 수심 200m이내 해역의 면적

에서 제한구역(해상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항

해, 정박, 진입금지구역 등)에 해당되는 해역의 면적을 제외한 

해역 면적에 4MW/km2의 파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를 파랑

에너지 부존잠재량이라 하고, 이 해역의 5%를 파력발전에 이

용할 경우의 파랑에너지를 가용잠재량이라 정의 하였다. 가용 

잠재량에 파력발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경우를 기술적잠재

량이라 정의 하였다. Table 4에서 파랑에너지의 부존, 가용, 기

술적 잠재량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부존잠재량 계산에 이용한 

4MW/km
2은 2011년에 제주 차귀도 해역에 설치될 500kW급 

진동수주형 파력발전장치 8기를 1km2의 해역에 설치한 수치로, 

파력발전장치 8기가 차지하는 해역의 면적은 약 0.009km2 이

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이내, 수심 200m이내 해역의 면적 

총합은 약 46725km
2이다. 이 해역에 4MW/km2의 파력발전기

를 설치할 경우, 파랑에너지 부존잠재량은 약 187GWh이고, 이

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면 약 1637TWh, 352

백만toe이다. 이 해역의 5%를 파력발전에 이용할 경우 가용 

잠재량은 9.3GWh로 추정되고, 이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

으로 환산하면 약 81.9TWh, 17.6백만toe이다. 가용 잠재량에 

파력발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기술적 잠재량은 약 2.3GWh

로 계산되고,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은 약 16.4TWh, 3.5백만

toe로 나타났다.

특히 3.1절에서 우리나라해역 중 파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해

역이라 평가된 제주도 서쪽해역에서 파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 면적은 약 2413km
2이고, 연간 파랑에너지 부존잠재량, 가



용잠재량, 기술적잠재량은 각각 84.6TWh, 4.2TWh, 846GWh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홍도해역의 경우에는 약 2308km2해역에서 

연간 약 809GWh의 기술적잠재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ea 

area

Available
sea area
(km2)

Potential

resources

(TWh) 

Available

resources

(GWh)

Technical

resources

(GWh)

1-고성 203.5 7.1 356.5 71.3 
2-속초 438.1 15.4 767.6  153.5  
3-강릉 905.8 31.7 1586.9  317.4  
4-삼척 1187.1 41.6 2079.7  415.9  
5-후포 1849.9 64.8 3241.0  648.2  
6-영덕 1993.2 69.8 3492.0  698.4  
7-장기 1659.6 58.2 2907.6  581.5  
8-기장 1580.7 55.4 2769.4  553.9  
9-거제도 2025.4 71.0 3548.4  709.7  
10-고성 2717.8 95.2 4761.7  952.3  
11-여수 3189.6 111.8 5588.2  1117.6  
12-거금도 1876.7 65.8 3287.9  657.6  
13-완도 947.0 33.2 1659.2  331.8  
14-진도 1343.2 47.1 2353.3  470.7  
15-맹골
      군도 350.0 12.3 613.3  122.7  
16-도초도 2280.8 79.9 3995.9  799.2  
17-홍도 2307.6 80.9 4042.8  808.6  
18-함평 2673.0 93.7 4683.1  936.6  
19-위도 1529.0 53.6 2678.7  535.7  
20-안면도 1694.7 59.4 2969.1  593.8  
21-태안 2133.7 74.8 3738.3  747.7  
22-덕적도 2233.0 78.2 3912.3  782.5  
23-백령도 4684.6 164.1 8207.4  1641.5  
24-제주
      서쪽 2413.4 84.6 4228.3  845.7  
25-제주
      동쪽 2430.8 85.2 4258.7  851.7  
26-울릉도 64.0 2.2 112.2  22.4  
27-독도 12.8 0.4 22.4  4.5  

합계 46724.8 1637.2 81861.8  16372.4  

Table 5 Available sea area and annual wave energy resources 

at Korea coastal sea area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보유한 500m 격자로 구성

된 우리나라 전해역의 수심자료와 1979년에서 2003년까지 

18km 격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심해 설계파 자료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파랑에너지 밀도 지도 구축과 파력발전

에 이용 가능한 해역의 면적 및 파랑에너지 부존량을 산출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이는 해역은 

독도해역이고, 울릉도, 제주도 서쪽, 홍도 해역 순이다. 

(2) 직선으로 가정한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안선 길이는 약 

1614km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랑에너지 부존, 가용, 기술적잠

재량은 각각 약 9979MWh, 998MWh, 200MWh로, 이를 연간발

전량으로 나타내면 약 87.4TWh, 8.7TWh, 1.7TWh이다. 이 연간

발전량을 석유환산톤(석유환산계수 0.215적용)으로 나타내면 약  

18.8백만toe, 18.8십만toe, 3.7십만toe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 연안에서 20km이내, 수심 200m이내 해역의 면

적 총합은 약 46725km
2이다. 이 해역에 4MW/km2의 파력발전기

를 설치할 경우, 파랑에너지 부존잠재량은 약 187GWh이고, 이

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면 약 1637TWh, 352백

만toe이다. 이 해역의 5%를 파력발전에 이용할 경우 가용 잠재

량은 9.3GWh로 추정되고, 이를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으로 

환산하면 약 81.9TWh, 17.6백만toe이다. 가용 잠재량에 파력발

전 가동율(20%)을 적용한, 기술적 잠재량은 약 2.3GWh로 계산

되고, 연간발전량과 석유환산톤은 약 16.4TWh, 3.5백만toe로 나

타났다.

(4) 제주도 서쪽해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파랑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기존 전력망과의 연결문제, 유

지보수문제에서 파력발전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라 판단되며, 파

력발전에 이용 가능한 해역 면적은 약 2413km
2이고, 연간 파랑

에너지 부존잠재량, 가용잠재량, 기술적잠재량은 각각 84.6TWh, 

4.2TWh, 846GWh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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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C 력발 용 250kW 동기발 기 제어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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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 Electrical Power Converter 
for the OWC-type Wave Plant with 250kW Synchronous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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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Structure & Plant Research Department, KORDI, Daejon, Korea    
   

KEY WORDS: Synchronous generator 동기발 기, Electrical power converter 력변환장치, Low voltage ride-through 압강하극복, 

Dual current controller 이 류제어기, Oscillating water column 진동수주, Wave plant 력발

ABSTRACT: It is open problem that conventional method to drive synchronous generator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against 

unbalanced voltage. To overcome this weakness, new method to design current controller to use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mponent is 
suggested. Feasibility research is accomplished by using the prototype of 250kW electrical power converter for OWC-type wave plant  
and numerical verification. 

1. 서    론 

도가 갖고 있는 운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하기 하

여 여러 형태로 에 지를 변환하는 공정이 요구된다. 챔버 내에

서 상하로 진동하는 수주는 피스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공

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내부로 흡입함으로써 좌우 왕복형 공

기에 지로 변환된다. 좌우 왕복형 공기를 블 이드를 통하도

록 함으로써 회 운동을 하는 기계 인 에 지로 변환할 수 있

고, 블 이드에 발 기를 용하면 기계 에 지를 기 에 지

로 변환할 수 있다. 이 게 얻어지는 기에 지는 가변 주 수 

가변 압 형태를 가지는 일차 인 기에 지 형태를 가진다.

력변환장치는 발 기가 발 기로서 동작할 수 있도록 자속

과 토크 (혹은 유효 력, 속도)를 제어하며, 발 기에서 얻은 일

차 에 지를 정 압 정주 수 특성을 가지는 기 에 지로 정

제하여 계통으로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기발 기를 제어하는 력변환장치를 제

로 동기발 기 제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럽의 계통

연계 기술기 을 만족하는 력변환장치를 개발하기 해, 력

발  시스템과 연결되는 계통 압이 순시 으로 강하되거나 정

되는 경우에 해서도 계통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 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정우: 경남 창원시 성주동 28-1

 055-280-1485  jwpark@keri.re.kr

2. 동기발 기 제어 

2.1 동기발 기 제어용 력변환장치

본 연구에서 설계한 동기발  제어용 력변환장치는 가변

압 가변주 수 특성의 에 지를 정 압 정주 수 특성을 가지는 

에 지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하며, 에 지 달 효율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역률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회 자 권선을 이용하여 

쇄교자속을 생성해  수 있도록 여자 제어기(excitation 

controller)를 구비해야 하며, 그리고 DC_Link 압이 과도하게 

상승될 떄 캐패시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dynamic 

braking unit)를 갖는 구조로 설계하 다.  Fig. 1에 250kW 권선

형 동기발 기를 제어하기 해 설계한 력변환장치의 워스

텍 구조를 나타내었다.

R

C

SG
Stator

Exitor

Fig. 1 Topology of the electrical power converter for 250kW 

synchronous generator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2 발 기측 컨버터 제어

  PMSG(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발 기에

서 구자석에 의해 생성되는 back emf 와 회 자 권선형 동

기발 기(wound rotor synchronous generator)에서 여자코일

(excited coil)에 의해서 생성되는 back emf는 같기 때문에 두 

종류의 모델은 동일하며, 포화 특성을 무시하고, 역기 력 

(back emf)의 형은 정 를 가지며, 성 류와 히스테리시

스 손실을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모델식을 얻을 

수 있다.

d
d d r q

dv Ri
dt
λ ω λ= + −

                                  (1)

q
q q r d

d
v Ri

dt
λ

ω λ= + −
                                  (2)

여기서

q q qL iλ =                                             (3)

d d d mfL iλ λ= +                                        (4)

이고,   은 상호쇄교자속(mutual linkage flux) 를 나타낸다.

그리고 발생토크( )와 유효 력( ), 무효 력( )을 각각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3 ( )
2e mf q d q dT i L L iλ= + −

                           (5)

( )3
2e d d q qP v i v i= +

                                    (6)

( )3
2e d q q dQ v i v i= +

                                 (7)

 구자석형 동기발 기나 회 자 권선형(wounded rotor- 

type) 동기발 기는    이므로, 발생토크와 발생 력은 

q-축 류( )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선형성을 

가지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d-축 압( )이 “0”이 

되도록 PLL (phase locked loop) 제어기를 구성하여 고정

자 자속 상각( )을 계산하고 d-q 축 좌표계의 d-축을 

권선형 동기발 기의 고정자 자속과 일치하도록 정렬함으

로써 무효 력을 d-축 류( )만의 함수가 되도록 하여 선

형 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발 기측 컨

버터를 제어하기 한 제어방법을 구성한다.

2.3 계통측 컨버터 제어

 계통측 컨버터가 생성하는 압을  라고 하고, 승압용 인

덕터를  , 계통 압을 인입하는데 사용되는 이블의 항을 

이라고 할 떄 력계통 압원  으로부터 보여지는 압 

은 인덕터와 항, 그리고 컨버터에서 생성하는 압의 합과 

같으므로 Table 1에 정의된 라미터를 사용하여 표 하면 식 

(8)과 같다. 

dqs
dqs

dqsdqs IR
dt
Id

LVE ++=
                          (8)

여기서 계통 압과 계통 류, 그리고 컨버터 압은 3상이며, 반

시계 방향으로 회 하는 정싱성분 벡터와, 시계 방향으로 회 하

는 역상성분 벡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식 (9)-(11) 으로 표 할 

수 있다.

 

n
dq

jwtp
dq

jwt
dqs EeEeE −+=                              (9)

  
n

dq
jwtp

dq
jwt

dqs VeVeV −+=                                (10)

  
jwt p jwt n

dqs dq dqI e I e I−= +                                 (11)

 정상성분 벡터와 역상성분 벡터는 d-q축 좌표로 표 하면 실

수성분과 허수성분의 합성벡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식 (12)-(13) 으로 다시 분해할 수 있다.

  

p p p
dq d qI I j I= + ,

n n n
dq d qI I j I= +                   (12)

p p p
dq d qV V jV= + ,

n n n
dq d qV V jV= +                  (13)

 계식 (9)-(13)을 모델식 (8)에 입하면 정상성분에 한 압 

방정식 2개와 역상성분에 한 압방정식 2개를 얻을 수 있다. 

식 (14)-(17)으로부터, 계통측 컨버터에 한 모델방정식을 기반으

로 d-q축 각각에 해 정상성분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역상성분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가지는 형태로 류 제어기를 설계 (Lie Xu 

and Yi wang, 2007) 할 수 있다. 이를 블록도로 표 하면 Fig. 2

와 같다. 이 게 설계를 함으로써 역상성분이 발생되는 불평형 

조건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LVRT 기능) 제어기를 설

계할 수 있다. 

Table 1 Nomenclature  

Parameter Definition

 grid voltage
 grid current
 positive component of grid voltage
 negative component of grid voltage
  positive component of grid current
 negative component of grid current
R cable resistance
L boosting inductance
 grid_side converter’s output voltage
 rotating to counter clockwise 
  rotating to 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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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ual current control method of the grid-side converter

3. 250kW 동기발 기 제어장치 특성

3.1 3상 평형 압  정격부하 특성

진동수주형 력발  시스템에 용할 250kW 동기발 기 제

어용 력변환장치를 개발하 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제어

특성을 검증하기 해서는 발 기측 컨버터와 계통측 컨버터 양

단에서 제어 상이 되는 라미터를 모두 측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지만 정격조건 (rated active power, -250kW)에서 발

Fig. 3 Prototype of electrical power converter for wave plant

      with 250kW synchronous generator

기와 력변환장치가 양호하게 동작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유효 력 제어특성을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역률 제

어가 우수하게 제어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압

과 류에 한 형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수렴특성과 상차 

계로부터 품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부하 실험에 사용한 동

기발 기 사양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Red: active power, Green:  current)

Fig. 4 Active power control characteristics in case of

      = -250kW 

(Red: gen. voltage, Green: gen. current, Blue: DC_Link)

Fig. 5 Power factor control characteristics in case of 

      = -250kW 

Table 2 Specification of a synchronous generator 

Parameter Specification

generator type 
wounded rotor 

synchronous generator

rated power 1 [MW]

rated voltage 690 [V]

pole 4 [poles]

rated frequency 60 [Hz]

rated speed 1800 [rpm]

operating range 0 - 1800 [rpm]

3.2 3상 불평형 압에서 LVRT 기능을 갖는 SG 제어 특성

  불평형 계통 압 조건에서도 개발된 력변환장치가 극복할 수 

있는 기능(LVRT)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하여 수치해석 인 

방법을 용하여 평가하 다. 실험 으로 검증하는 것이 최선이기

는 하지만 계통과 연계된 상태에서 순간정 이나 압을 강하시키

는 행 는 력망을 함께 사용하는 수많은 설비를 손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실 으로 어렵다. 동기발 기를 제어하는 력변환장



치에서, 계통측 컨버터를 Fig. 2에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를 

수행하면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하여 기존 방

법(S.M. Muyeen etc., 2007)과 비교를 하 다. 

 정‧역상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류제어기를 구성하는 기존방법

을 용할 경우, 압강하가 발생하면 DC_Link 압을 제어하는 

특성이 크게 악화되며 (Fig. 6), 류제어기 치가 정격에 3배 크

기 만큼 크게 흔들리며 수렴도 보장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Fig. 7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지만 정상성분과 역상성분을 각각 제어하는 본 방법을 용

하게 되면 압이 85%까지 강하되는 조건에서도 작은 범 의 변

동폭 내에서 DC_Link 압을 안정 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Fig. 8에 제시하 으며, 150ms 동안 순간 으로 정 되는 조건

 

Fig. 6 DC_Link voltage Control characteristics at the 85% 

voltage drop when conventional methods with single 

current controller are applied. 

Fig. 7 Current control characteristics at the 85% voltage drop 

when conventional methods with single current 

controller are applied. 

Fig. 8 DC_Link voltage Control characteristics at the 85% 

voltage drop when proposed method is applied.

이 발생하더라도,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_Link 압이 안

정 으로 제어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  

 DC_Link 압을 안정 으로 얻기 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제동장치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발 기측에서의 

류제어기, 정‧역상 성분 추출방법, 상각 추정방법, 여자 제어

기(勵磁制御器) 등도 강인한 방법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9 DC_Link voltage Control characteristics against the 100%

      voltage drop during 150ms when proposed method is

       applied.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진동수주형 력발  시스템에 용하기 하

여 개발하고 있는 동기발 기 제어용 력변환장치에 한 기술

을 소개하 다. 특히 불평형 계통 압 상황에서도 제어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제어방법을 제시하 다. 

계통 압이 정상 인 조건에서는 개발된 시제품을 이용하여 제

어품질이 우수함을 검증하 으며, 계통 압이 불평형인 경우에

서는 수치해석 인 방법을 용하여 제시한 방법이 강인함을  

검증하 다.

향후, 동기발 기 제어용 력변환장치는 력발 소에 설치

할 동기발 기와 결합하여 시험을 수행한 후 건설될 력발 소

에 설치하여 실증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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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의 재생가능한 청정에 지를 이용한 발 기술은 화석연

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요한 체에 지 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  랑은 

모든 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므로 가용 에 지원이 풍부하고, 설

치 가능한 해역 한 범 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반도의 지형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연안역에서도 규

모로 활용이 가능한 에 지 자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연안역의 랑에 지 자원을 효율 으

로 이용하기 한 력에 지 실용화기술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력발  지 조사, 공기챔버  공기터어빈 설계 

 성능평가, 500kW  시험 력발 소 해상구조물 설계 등을 

완료하 다. 한 2012년까지 시험 력발 소 건설하고 공기출

력효율, 발 효율, 구조물  부재의 안정성 등을 모니터링하여 

력발 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러한 실증단계에서는 력에 지의 효율 인 변환 이외에도 시

공성, 유지 리  내구성, 정책  지원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경제성 등, 향후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0kW  착 식 진동수주형 시험 력

발 소 시험운용을 한 제반사항을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력발  상용화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진동수주형 력발 의 특징  연구동향

력발 장치의 구성은 크게 의 운동/ 치에 지를 수 차, 

기계운동 등의 가용에 지로 변환하는 1차 변환과정과, 이로부

터 터빈, 발 기 등을 구동하여 기  출력을 생산하는 2차 변

환장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차 변환의 방법에 가동물체형

(Oscillating bodies), 월 형(Run up), 진동수주형(Oscillating 

water column)으로 구분된다. 이  진동수주형은 구조체 면

에서 발생하는 복  에 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변환하여 터빈

을 가동하는 방식으로써, 에 지변환 효율은 타 방식에 비해 낮

지만 구조 인 안정성은 가장 뛰어난 방식이다.[3] 특히 우리나

라의 랑환경은 계 에 따른 변동이 크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태풍이 발생하여 구조  안정성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요건을 고려할 경우, 구조 으로 안정 이며 계 에 따른 

넓은 범 의 랑조건에 해서 지속 인 운용이 가능한 진동수

주형 력발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진동수주형 력발  랜트는 구조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부유식, 해안설치식  방 제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종류별 표  사례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술한 바와 같이 매년 주기 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에 의해 부

Type Device
Conceptual 

Development
/Design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Generator

Floating

OSPREY 1994 1995 4×500kW

Port 
Kembla

2003 2004 200/300kW

Shore
Line

LIMPET 1992-1998 1998-2000 2×250kW

Pico 1993-1995 2005-2006 400kW

Break-
water

Vizhinjam 1987-1989 1990-1991

Sakata 1989 60kW

Table 1 Constructed OWC wave power plants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Schematic view of 500kW OWC pilot plant

유식 구조체의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험이 

있다. 한, 해안식의 경우 력발 이 가능한 수 의 높은 도

가 지속 으로 발생면서 구조체 건설에 필요한 지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안이 거의 없다는 환경  제약으로 실용화

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방 제식의 경우, 조선  해운산업의 

발 으로 다수 건설된 방 제를 건설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는 지지 구조체로 사용함으로써 건설단가를 크게 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방 제에 작용하는 랑에 지를 흡수

하고 반사를 여 방 제 면의 하   고를 낮출 수 있으

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한 해양토목 기술도 세계

인 수 이므로 향후 국내 력발  실용화를 해 가장 합

한 방식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력에 지 

실용화 기술의 상으로 력발  방 제식을 선정하여 련 연

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 으며, 2011년부터 제주도 용수리 해상

에 Fig. 1과 같은 500kW  OWC 시험 력발 소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2]

3. 500kW  착 식 진동수주형 시험 력발 소 

실증계획

3.1 연구개요

500kW  OWC 시험 력발 소 건설은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 「 력에 지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를 주 기 으로 

하고 력연구원, 한국해양 학교, 강릉․원주 학교, 충남 학

교, (주)이어도텍 등 다수의 연구기 이 참여하고 있다. 시험

력발 소의 건설을 해 2003년~2005년까지 국내 연안의 력

에 지 도를 조사하고 력발  지를 선정하 으며, 150W

 부유식 OWC 력발 장치를 이용한 등부표를 제작하여 기

인 력발 시스템을 실증하 다. 한 2006년부터는 본격

인 500kW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여 터빈/발 기 일체형 

에 지변환모듈의 설계  제작, 공기챔버, 착 식 이슨 구조

물 등 해상발 시설의 기본/상세설계,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

축 등 시험 력발 소 건설을 한 구체 인 일정이 진행되어

Fig. 2 500kW wave energy converting system

Fig. 3 250kW energy converting module

 

2012년에는 시험운 을 개시할 계획이다.

3.2 주요 특징

500kW  시험 력발 소는 Fig. 2과 같이 250kW  에 지변

환모듈 2기를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변동성이 큰 

력발 에 합한 발 기로써 동기발 기(SG)와 이 권선형 유

도발 기(DFIG)를 비교하기 한 연구  목  외에도, 낮은 랑

조건에서는 1기만을 운용함으로써 발 기의 기구동력  토

크를 증가시켜 발 효율을 향상시키는 운용상의 융통성을 확보

하기 한 것이다. 

에 지변환모듈의 단 용량은 국내외 랑환경과 용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 다. 유럽 등 해외에 비해 랑조

건이 낮은 국내 환경에서는 단 모듈이 커질수록 공기실의 규모

가 격히 증 되고 이에 따라 용가능한 방 제의 규모가 한

정될 뿐만 아니라 발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무 작은 



경우에는 시설용량당 제조단가가 상승하고 유지 리 측면에서

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랑조건이 우수한 해외로의 

수출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250kW  단 모듈이 가장 합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각 에 지변환모듈은 Fig. 3과 같이 터빈/발 기가 일체형으

로 제작된 발 장치, 공기가 왕복하는 덕트, 그리고 보호장치로

써 게이트밸   비상차단밸 로 구성된다. 이  터빈/발 기 

일체형 발 장치는 기존 진동수주형 발 장치들과 구분되는 가

장 큰 특징이다. 우선 본 장치에서는 기존에 건설된 진동수주형 

발 장치들이 부분 웰스터빈을 사용한 것과 달리 임펄스 터빈

을 용하 다. 이는 임펄스터빈이 웰스터빈에 비해 최 효율은 

낮지만 넓은 범 에서 양호한 출력을 얻을 수 있어, 변동성이 

심한 력발 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했기 때문이다. 한 터빈과 발 기의 연결축

을 생략하고 일체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에 지를 보다 효율 으

로 달하고 축의 회 에 따른 진동을 일 수 있으며 내구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특히 임펄스터빈과 터빈/발

기 일체형 구성에 의해 기존 발 장치에서 문제로 제기된 소음

과 진동문제 역시 상당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이러한 발 시설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일

으로 운용되도록 계획하 으며, 일반 인 발 소의 운용시스템 

외에도 공기실 내외의 고, 공기실 내부의 압력  공기의 유

속, 발 량 등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측하

고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특히 발 시설이 상시 근이 

어려운 해상에 치함을 고려하여 원격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고, 유사시 통신이 두 될 경우에도 자체 으로 

안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가 백업되도록 구성했다. 통합모니터

링시스템의 개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3.3 입지선정  건설 추진경과

시험 력발 소의 입지는 국내 랑에 지 도 평가결과[1]를 

토 로, Fig. 5와 같이 에 지 도가 우수한 제주도 서측 차귀도 

부근 해역을 후보지로 선정하 으며, 지역주민과의 의를 통해 

한경면 용수리 면해역으로 결정하 다. 설치수심은 착 식 구

조물의 설치에 따른 건설비용과 시험운용에 필요한 랑에 지

의 규모를 고려하 으며, Fig. 6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어업권

과 해 지형  지질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 다.

해상발 시설 구조물은 향후 방 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

을 고려하여 이슨방 제 면에 공기실이 치하는 형상으로 

설계하 다. 구조물의 면 가로폭은 입사하는 랑에 지와 목

표 발 량을 고려하여 37m(공기실 35m)로 결정하 으며, 높이

는 공기실 내부의 고, 조 차, 덕트 등 장비의 크기를 고려하

여 29.5m로 결정하 다. 한 세로폭은 구조물의 높이와 면에 

작용하는 랑을 고려하여 50년 빈도의 랑에도 안정하도록 

35.2m로 최종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 결과 제작장에서 제작해

야할 이슨 구조체의 량은 약 1만 6천톤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슨 인, 거치한 후 상부의 발 실, 기실, 제어실 등을 해

상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설계된 구조물의 평면을 

Fig. 7에, 시공순서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4 Pilot plant monit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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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ve energy resource of Jeju

사업예정지

Fig. 6 Site plan for pilot plant 

한편 해상발 시설과 육상 제소  력계통을 연결하기 

해 약 1.2km의 해 이블을 포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랑

이 강한 지역이면서 자연환경에 민감한 지역이므로, 기존 암반

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고 구조 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최 의 

경로와 보호공법을 선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 해 이블은

필연 으로 지역주민의 조업구역을 통과하므로 어업권 련 동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 에 의를 진행하 다. 이러한 사



Fig. 7 Plan of pilot plant

의는 시설물의 설치를 한 법 인 조치라는  외에도, 향후 

선박 등의 조업에 의한 이블 훼손을 피하기 해서라도 꼭 필

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 이블 경로  공법선정의 

일례를 Fig. 9에 나타내었다.

3.4 향후 추진계획

재 시험 력발 소 건설은, 해상발 시설 형 이슨 제

작을 해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해 다양한 건설방법을 검토하

고 있다. 부분의 신재생에 지가 그러하듯이, 력발  역시 

기의 발 소 건설비용에 따라 체 인 경제성이 결정되게 되

므로, 건설비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용을 가능한 한 

감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본 시험 력발 소의 경우 

재까지 국내 최 규모인 1만 6천톤 의 이슨을 제작해야한

다는 과제가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력

발 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토목시공 인 측면까

지 면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언

최근 국내외의 력에 지 련 연구가 실증단계에서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방 제 건설과 연계하여 

력발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수년간 연구개발 된 력발 장치를 실해역에 직  운용하

고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상용화에 필요한 운용기술을 습득하고 

해외 발 시설에 비해 비교우 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500kW  시험 력발 소의 건설을 통해 구축될 해상구조

물  해 이블 등의 인 라를 향후 개발될 력발 시설  

기타 해양장비의 실증실험에 지속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PMS2220)의 지원으로 수

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 8 Construction flow of pilot plant

Fig.9 Concept of subsea power cable rout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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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력 산정을 위한 CF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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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dynamic performance analysis about the movement of model with 6-D.O.F.(6 Degree of freedom) equations of motion 

such as ships or submerged Bodies ,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is important to know the exact value. Also,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is necessary when performing a Dynamic performance analysis with Strip Method, Panel Method Based on the potential 
theory. These coefficients are calculated by model tests, numerical simulations or empirical formula.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about 2-dimensional simple shaped body under forced heave motion in the infinite depth by us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nce then, this study will used by basic research of calculating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about 2-dimensional simple floating body under force heave motion in the free-surface.

1. 서    론

최근 해양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선박 또는 잠수체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조종성능이나 제어성능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고 있다. 선박 또는 잠수체의 운동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력 계수와 외력항(힘과 모멘트)으로 이루어져 있는 6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6자유도 운동을 하는 모형

의 조종 및 운동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유체력 계수 (Hydro- 

dynamic coefficient)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다. 

유체력 계수는 부가질량 계수와 감쇠 계수로 구분되며, 이 중 

감쇠 계수는 선형 감쇠 계수와 비선형 감쇠 계수로 구분된다. 

이러한 계수들과 외력항은 일반적으로 모형시험이나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또는 포텐셜 이론에 의해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부유체 또는 잠수체의 유체력 계산에는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스트립 법(Strip method; Tasai and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80  jcpark@pnu.edu

Takaki, 1969; Salvesen et al., 1970)과 패널법(Panel method; 

Chang 1970)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점성의 영향이 크지 

않은 운동의 경우,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고, 계산 시간도 비교적 적게 소요

되어 실용적인 활용이 충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정상상태의 Navier-Stokes 방정식을 직접 푸는 동적 

시뮬레이션인 CFD 해석은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계산시간이 소요되며, 그 적용성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포텐셜 이론에 기초

한 방법은 유체의 점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풀(Moonpool)이나 

선박의 측면계류(Side by side mooring), 특히 선박의 횡동요

(Roll) 운동과 같이 점성의 영향이 큰 유동 현상의 해석에 대해

서는 CFD 해석이 실제의 물리적인 현상에 보다 더 근접하게 묘

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FD 해석은 복잡한 형상의 물체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며, 점성효과 및 비선형 자유표면을 고

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 및 수치해석기법의 향상에 

힘입어 선박이나 수중운동체의 운동성능 해석에 CFD를 적용하

는 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CFD 해석을 이용한 선박의 6자유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도 운동해석은 자유표면의 위치를 고정시킨 체로 물체를 포함한 

격자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Park et al.(1999)에 의해 적

용되었으며, Repetto(2001)도 동일한 기법을 SIMPLE(Semi- 

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 알고리즘에 적

용하여 해석하였다. 최근 허재경 등(2011)은 CFD를 이용하여 

Faltinsen et al.(2007)의 2차원 문풀에 대한 모형실험을 시뮬레

이션 하였고 자유표면의 공진 현상을 모형실험 결과와 선형 포

텐셜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CFD 해석의 정

확도와 다물체 운동해석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FD 해석을 통한 운동해석의 단수 또는 복수 개의 물체에 대한 

6자유도 운동은 이동 중첩격자계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박종천 등, 2003). 이 방법은 항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조선분야의 조종 및 운동해석을 위해 시도되

고 있다(Carrica et al., 2007). 최근에는 격자 대신 입자를 사용

하는 방법들에 의한 운동해석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성준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 향후 자유 표면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부유

체의 유체력 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CFD를 이용

하여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물체에 

대하여 유체력 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2. 운동 방정식 및 수치 모델링 

2.1 운동 방정식 및 유체력 산정법

임의의 공간상에 고정된 y-z 좌표를 가정하면 2차원 부유체의 

3 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y축은 정수면과 수평방향이며 z축은 정수면과 수직방향

이다. 원점은 정수면 상 부유체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물체의 무

게 중심은 원점과 동일하다. 또한 m은 질량, I는 물체의 관성 모

멘트, 는 j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부가질량, 는 j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감쇠계수, 그리고 는 j 방향

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복원력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식 

(1)~(3)의 우변에 있는 Y, Z, K 는 파랑 중 자유 운동 시에는 파

랑 강제력을 나타내며, 강제운동 시에는 각각 y와 z축에 대한 

외력과 x축에 대한 모멘트를 각각 나타낸다. 

2차원 운동에서는 y축 방향의 운동(Sway motion)에 의한 복

원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다. 또한 물체의 

형상이 z축에 대해 대칭이라 가정하면 z축 방향의 운동(Heave 

motion)은 y축 방향의 힘이나 x축 중심의 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된다. 부유체에 

관하여 x축 중심의 회전운동(Roll motion)은 y축 방향의 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지만, 보통 z축 방향의 힘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 (1)~(3) 

은 식 (4)~(6)과 같이 간략화 된다. 

                      (4)

   

 

         (5)

                         (6)

위의 식 (4)와 (6)을 살펴보면 z축 방향의 운동은 y축 방향의 운

동이나 x축 중심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2차원 부유체의 각 방향 운동을 식 (7)~(9)와 같이 정현
파의 형태로 가정하고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룰 무한 수심 중 강

제 상하동요 운동, 즉 z축 방향의 운동을 고려하면    

     이며 식 (5)는 식 (10)과 같이 간략

화 될 수 있다.

                           (7)

                           (8)

                           (9)

                     (10)

여기서 , , 는 각 방향에서의 운동 진폭, 는 주파수 그리

고 는 시간을 나타낸다. 

식 (8)을 식 (10)에 대입하고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
터 얻어지는 외력 Z에 대해서 푸리에 해석을 수행하면 식 (10)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식 (11)을 정리하여 유체력 계수인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각
각 식 (12) 및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2)

 


        (13)



Table 1 Calculated conditions of rectangular type

Rectangle
Amplitude 
of heave 

motion (m)

Frequency
(rad/sec)

Period
(sec)

Amplitude 
of Reynolds 

number

Case 1

0.02

0.16 40.00 1,252

Case 2 1.57 4.00 12,516

Case 3 3.14 2.00 25,033

Case 4 6.28 1.00 50,065

Case 5 9.42 0.67 75,098

Table 2 Calculated conditions of circular type

Circle
Amplitude 
of heave 

motion (m)

Frequency
(rad/sec)

Period
(sec)

Amplitude 
of Reynolds 

number

Case 6

0.02

0.21 30.00 1,252

Case 7 2.09 3.00 12,516

Case 8 4.19 1.50 25,033

Case 9 8.38 0.75 50,065

Case 10 12.57 0.50 75,098

 

Fig. 1 Schematic view of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a) Rectangle (b) Circle

Fig. 2 Dimension of simulated shape

2.3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2.3.1 지배 방정식 및 이산화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Gridgen ver. 15.17을 사용

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FLUENT ver. 6.3.26을 사용하여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4)







 





 



 

 

          (15)

여기서 는 속도벡터, 는 계산격자의 이동속도, 는 밀도, 

는 시간, 는 압력, 는 점성계수 그리고 는 난류응력을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 되며 대류항과 난류항

에는 3차 정확도의 MUSCL(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법을, 속도와 압력의 연성을 위

하여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법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주기적인 상하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체를 포함한 전체 격자를 움직이는 동적 해

석기법을 선택하였다. 이 때 격자계는 식 (17)과 같이 이동속도

를 적용하여 움직이도록 하였다.

          (17)

2.3.2 경계조건

본 계산에서는 Fig. 1과 같이 전체의 계산 영역에서 중심선에 

대칭 조건(Symmetry)을 부여하고 우측 1/2의 영역에 대하여 계

산을 수행하였다. 물체의 표면은 No-slip 벽면 조건을 적용하였

으며 대칭 조건과 벽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면은 압력 경계

조건(Pressure-outlet)을 적용하였다.

계산영역의 크기는 후술하는 계산 영역 테스트의 결과에 기초

하여 운동 방향으로 물체 특성 길이의 40배,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는 대칭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20배로 설정하였다.

3.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 형

상 물체의 수치 시뮬레이션

3.1 해석 대상 물체의 형상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사각형상과 원형상 물체의 유체력을 산정하였다. 

이 때 사각형상 물체의 한 변의 길이는 0.4m이며 원형상 물체의 

지름은 0.3m이다. 여기서, 모형의 크기는 Vugts (1968)의 자유 

표면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부유체의 유체력 계수를 산정의 연

구를 참조하였다.



Table 3 Convergence test for number of grid

Rectangle
Number 
of grid

Amplitude of 
heave motion (m)

Frequency
(rad/sec)

Case 5

10,068

0.02 12.57

20,000

40,158

59,202

100,128

Table 4 Convergence test for computational domain size  in 

horizontal direction

Rectangle
(L = 0.4 m)

Computational
domain size
(horizontal)

The number 
of grid

Case 5

4m (10L) 55,406

6m (15L) 57,742

8m (20L) 59,202

10m (25L) 60,370

Table 5 Convergence test for computational domain size in 

vertical direction

Rectangle
(L = 0.4 m)

Computational
domain size

(vertical)

The number 
of grid

Case 5

8m (20L) 56290

12m (30L) 58082

16m (40L) 59202

20m (50L) 60098

24m (60L) 60994

28m (70L) 61890

Table 6 Convergence test for time step & maximum iteration 

number per time step

Rectangle
Time 
step
(sec)

Courant number
(when object has 

max-velocity) 

Max number of 
iteration number per 

time step

Case 5

0.01 0.48
40

80

0.005 0.24

20

40

80

0.0025 0.12
20

40

Table 7 Turbulence model test

Rectangle Turbulence model
Near-Wall treatment or 

k-ω option

Case 5

k-ε realizable model

Non-equilibrium wall 
function

Enhanced wall treatment

SST k-ω model

Transitional Flows 
options off

Transitional Flows 
options on

3.2 강제 상하동요 운동 조건

해석 대상 물체 각 형상에 대하여 Table 1과 2에 나타낸 조건

으로 주기적인 강제 상하동요 운동을 구현하였다. 이 때 각 물

체의 특성길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레이놀드 수를 동일하게 일

치시킨 뒤 진동수를 설정하였다.

3.3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3.3.1 격자수에 따른 수렴성 테스트

격자수에 따른 수렴성을 알아 보기위해 Table 3과 같이 5가지 

종류의 격자를 생성하여 테스트를 하였다. 이때 물체 형상은 사

각형상이며, 주파수는 Table 1의 Case 5에 해당하고 그 외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이하 모든 테스트에서의 물

체형상과 운동 조건은 동일하다.

3.3.2 계산영역 테스트

계산영역의 최적 조건을 산출하기 위해 Table 4 및 5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4가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6가지로 계산영역

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격자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해보았다. 이

때 오직 계산영역 크기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보기위하여 계산영

역에 따른 격자의 분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즉, 계

산 영역이 커지면 격자수도 함께 증가되도록 하였다.

3.3.3 시간간격 및 반복 계산 횟수의 테스트

시간간격과 한 스텝 당 최대 반복 계산 횟수에 대한 영향을 

알아 보기위해 Table 6과 같이 시간 스텝에 대해 3가지 종류, 반

복 계산 횟수에 대해 3가지 종류로 테스트를 해보았다. 이때 시

간 스텝은 강제 상하동요 운동 중 물체의 최대 속도를 기준으로 

CFL 조건(Courant-Friedrichs-Levy condition)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변화 시켰다.

3.3.4 난류 모델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난류 모델과 각 난류모델의 벽 처리 기법에 대

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Table 7과 같이 난류 모델로는 k-ε 

realizable 모델과 SST k-ω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때 k-ε 

realizable 모델에 대해서는 벽처리 기법으로 Non-equilibrium 

wall function과 Enhanced wall treatment로 변화를 주어 비교

하였고, SST k-ω 모델에 대해서는 Transitional flows options를 



사용한 방법과 사용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 비교하였다. 단, 물체 

표면에서 법선방향으로의 최소 격자 사이즈는 각 난류 모델의 

벽처리 기법에 알맞도록 ANSYS사에서 제공하는 Fluent 6.3의 

사용자 가이드(User's guide)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3.4 시뮬레이션 조건 변화에 따른 테스트 결과

3.4.1 격자수 테스트 결과

Fig. 3은 격자수의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질량과 최대 격자

수를 사용해 산정된 부가질량과의 상대오차를 나타낸다. 전체적

으로 최대 약 0.1% 내외의 상대오차를 나타내며, 격자수의 증가

에 따라 산정되는 부가질량 값의 큰 편차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격자수가 증가할수록 그 편차는 더욱 더 작아지며 수렴하는 경

향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 

격자수 약 6만개를 사용하였다.

3.4.2 계산영역 테스트 결과

Fig. 4는 수평 방향의 계산영역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질량

과 최대 크기의 계산영역으로 산정된 부가질량과의 상대오차를 

나타낸다. 계산영역의 크기에 따라 최대 0.2% 미만의 오차를 보

이지만 계산영역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난

다. 수평 방향 계산영역의 크기가 8m 이상에서는 계산영역 증

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의 수평 방향 계산영역은 물체특성길이의 20배인 8m로 설정하

였다.

Fig. 5는 물체 운동 방향의 계산영역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

질량과 최대 크기의 계산영역으로 산정된 부가질량과의 상대오

차를 보인다. 계산 영역에 따른 상대오차는 최대 0.5%에 근접하

지만 계산영역의 증가에 따라 부가질량 값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평 방향의 계산영역에 비하여 계산영역

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져야 하며, 이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

로의 계산영역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시사

해 준다. 따라서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서 물체 운동 방향 

계산영역의 크기는 물체특성 길이의 40배인 16m로 설정하였다.

3.4.3 시간간격 - 한 스텝 당 최대 반복 계산 횟수 테스트 결과

Fig. 6은 한 스텝 당 최대 반복 계산 횟수를 40회로 고정한 채 

시간간격을 변화시켰을 때의 부가 질량 계수의 상대오차를 나타

낸다. 최대 0.3%정도의 오차를 보이며 시간간격이 작아짐에 따

라 산정되는 부가질량이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7에 보이는 한 스텝 당 최대 반복 계산 횟수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질량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부가 질량의 계산에는 총 계산주기 20주기 중 후반부 10주

기를 사용하여 부가질량을 계산하는데, 계산 초반부에서는 80회 

이내, 계산이 안정화 되었을 때는 반복 계산 횟수 20회 이내에

서 설정된 요구 잔차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가질량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간격에 따른 계산시간과 계산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 시간간격은 0.005 sec, 시

간간격 당 최대 반복 계산 회수는 80회를 사용하였다.

 

Fig. 3 Results of numerical test for number of grid

Fig. 4 Result of numerical test for computational domain size 

in horizontal direction

Fig. 5 Result of numerical test for computational domain size 

in vertical direction



Fig. 6 Result of numerical test for time step (Max iterations per 

time step = 40)

Fig. 7 Result of numerical test for maximum iteration number 

per time step (time step = 0.005sec)

Fig. 8 Result of numerical test for turbulent model

3.4.4 난류 모델 테스트 결과

Fig. 8은 난류 모델과 각 난류 모델의 벽 처리 기법 변화에 따

라 산정된 부가질량과 이론해와의 상대오차를 나타낸다. 단, 포

텐셜 이론을 바탕으로한 이론해는 원형상의 경우 식 (18), 사각

형상의 경우 식 (19)로 주어진다. 

  
 (18)

  
 (19)

이때 는 원형상의 경우 반지름 길이이며, 사각형상의 경우 한 

변 길이의 절반이다.

전체적으로 k-ε realizable 모델에 비하여 SST k-ω 모델의 경

우 부가질량이 약간 크게 산출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약 1% 내외로 미소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산시간을 고려

하여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 난류모델을 k-ε realizable의 

Non-equilibrium wall function으로 설정하였다.

3.5 주파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수행되었던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파수로 운동하는 사각 형상과 원 형상 물체의 운동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 Table 13과 14에는 사각형상과 원형상의 주파

수에 따른 부가질량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론해 그리고 시뮬레

이션 결과와 이론해와의 상대오차를 나타낸다. 또한 Fig. 9와 10

에는 이들 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물체 형상

별 주파수 변화에 따른 부가질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사각형상의 경우 선형 이론해와 평균 2%가량 차이를 보인다. 한

편 원형형상의 경우 주파수가 가장 작은 Case 6을 제외하고 이

론치와 상대적으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물체의 이동속도가 최대인 시점에서 두 물체 주변의 

속도 벡터장 및 와류장을 나타낸다. 두 물체의 형상에 따라 발

생되는 유동장에 차이가 보이며, 특히 사각형상의 경우 모서리 

근방에서 보오텍스(Vortex)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Jaekyung Heo et al.(2010)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양

상으로 이로 인해 사각형상 물체에는 부가적인 저항이 작용하여 

선형 이론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6 모서리 형상 변화에 따른 비교

마지막으로, Fig. 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각형상에서 원형상

까지 모서리의 라운딩 부분의 반지름을 선형적으로 변화시켜 모

서리 형상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이 때 

물체의 운동진폭은 0.02m, 주파수는 원형상의 Case 4와 동일하

게 12.57rad/sec로 설정하였다.

모서리 라운딩 부분의 반지름 변화에 따라 산정되는 부가질량

의 계산결과를 Table 15에 정리하였고, Fig. 12는 이를 도식화 

하여 나타낸다. 라운딩 부분의 반지름이 선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가질량은 반드시 선형적으로만은 변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Added mass of rectangle in heaving

Rectangle
Frequency
(rad/sec)

Added mass (kg/m)
Relative 

error (%)Calculated
Theoretical

Solution

Case 1 0.16 194.80

189.82

2.63%

Case 2 1.57 192.94 1.65%

Case 3 3.14 193.45 1.92%

Case 4 6.28 193.45 1.91%

Case 5 9.42 193.14 1.75%

Table 14 Added mass of circle in heaving

Circle
Frequency
(rad/sec)

Added mass (kg/m)
Relative 

error (%)Calculated
Theoretical

Solution

Case 6 0.21 71.75

70.56

1.68%

Case 7 2.09 71.13 0.80%

Case 8 4.19 70.95 0.56%

Case 9 8.38 70.86 0.43%

Case 10 12.57 70.72 0.23%

Table 15 Result of added mass about rounding shapes

Type
Frequency
(rad/sec)

Added mass (kg/m) Relative 
error 
(%)Calculated

Theoretical
Solution

Rectangle

12.57

109.01 106.77 2%

R3-C1 99.48 * *

R2-C2 89.99 * *

R1-C3 80.30 * *

Circle 70.72 70.56 0%

Fig. 9 Added mass coefficient of rectangle in heaving

Fig. 10 Added mass of circle in heaving

(a) Rectangle (b) R3-C1 (c) R2-C2

(d) R1-C3 (e) Circle

Fig. 11 Dimension of rounding shapes

Fig. 12 Added mass coefficient of rounding shapes



(a) Velocity vectors in case of rectangular shape (b) Velocity vectors in case of circular shape

(c) Vorticity contours in case of rectangular shape (d) Vorticity contours in case of circular shape

Fig. 13 Velocity vectors, velocity magnitude contours and pressure contour (Rectangle, Circle, Case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 해석을 이용하여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

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물체에 대하여 유체력 계수를 산정하

고 이를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다양한 주파수의 유체력 계수 산정 이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였다. CFD 해석 

결과와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식에 의해 산정되는 부

가질량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사각형상과 주파수가 작은 운동

에서 산정되는 부가질량이 포텐셜 이론식과 차이가 더 발생하고 

있다. 이는 Fig. 13을 통해 확인하였던 유체점성의 영향에 기인

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CFD 해석이 향후 부유체 및 잠수체의 조종 

및 운동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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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이용한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부유체의 유체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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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dynamic performance analysis about the movement of model with 6 D.O.F(6 Degree of freedom) equations of motion 
such as ships or submerged Bodies ,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is important to know the exact value. Also,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is necessary when performing a Dynamic performance analysis with Strip Method, Panel Method Based on the potential 
theory. These coefficients are calculated by model tests, numerical simulations or empirical formula. Calculation method Based on 
potential theory overestimated the phenomenon about movements with dominant effect of viscous.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re closely describe the physical phenomenon with dominant effect of viscous.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hydrodynamic coefficient 
about 2-dimensional simple shaped floating body under forced heave motion by using CFD.

1. 서    론 

실제 해상에서 선박의 운동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박에 

작용하는 힘 또는 모멘트들의 동적 평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

한 동적 평형을 고려한 선박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은 유체력 계

수(Hydro-dynamic coefficient)와 외력항(힘과 모멘트)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보다 나은 선박의 운동성능해석을 위해서는 유체력 

계수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다. 

유체력 계수는 부가질량계수와 감쇠계수로 구분되며 이중, 감

쇠계수는 선형 감쇠계수와 비선형 감쇠계수로 구분된다. 이러한 

계수들과 외력항은 모형시험이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해석 또는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유체 또는 잠수체의 유체력 계산에는 포텐셜 이

론에 기초한 스트립법(Strip method, Tasai and Takaki 1969, 

Salvesen et al. 1970)과 패널법(Panel method, Chang 1970)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점성의 영향이 크지 않은 운동의 

경우,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정확

도를 얻을 수 있으며, 계산 시간도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실용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80  jcpark@pnu.edu

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허재경 등, 

2009). 

비정상상태의 Navier-Stokes 방정식을 직접 푸는 동적 시뮬레

이션인 CFD해석은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과다한 계산시간이 소요되며, 그 적용성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포텐셜 이론에 기초한 방법

은 유체의 점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풀(Moonpool)이나 선박의 

측면계류(Side by side mooring), 특히 선박의 횡동요(Roll) 운동

과 같이 점성의 영향이 큰 유동 현상의 해석에 대해서는 CFD해

석이 더 실제 현상에 가깝게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FD

해석은 복잡한 형상의 물체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며, 점성

효과 및 비선형 자유표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서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달 및 수치해석기법의 향상

에 힘입어 선박이나 잠수체의 운동성능 해석에 CFD를 적용하

는 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CFD해석을 이용한 선박의 6자유

도 운동해석은 자유표면의 위치를 고정시킨 체로 물체를 포함한 

격자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Park et al.(1999)에 의해 적

용되었으며, Repetto(2001)도 동일한 기법을 SIMPLE 알고리즘

에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최근 허재경 등(2011)은 CFD해석을 이

용하여 Faltinsen et al.(2007)의 2차원 문풀에 대한 모형실험을 

시뮬레이션하였고 자유표면의 공진 현상을 모형실험 결과와 선

형 포텐셜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CFD해석의 

정확도와 다물체 운동해석에 있어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다. CFD해석을 통한 운동해석의 단수 또는 복수 개의 물체에 

대한 6자유도 운동은 이동 중첩격자계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항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에는 조선분야의 조종 및 운동해석을 위해 시도되고 있다

(Carrica et al., 2007). 최근에는 격자 대신 입자를 사용하는 방

법들에 의한 운동해석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성준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을 이용하여 자유표면 상에서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부유체에 대하여 유체력 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Vughts(1968)의 실험과 비교하였다.

2. 운동 방정식 및 수치 모델링 

2.1 운동 방정식 및 유체력 산정법

임의의 공간상에 고정된 y-z 좌표를 가정하면 2차원 부유체의 

3 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y축은 정수면과 수평방향이며 z축은 정수면과 수직방향

이다. 원점은 정수면 상 부유체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물체의 무

게 중심은 원점과 동일하다. 또한 m은 질량, I는 물체의 관성 모

멘트, 는 j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부가질량, 는 j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감쇠계수, 그리고 는 j 방향

의 운동으로 생기는 i 방향의 복원력 계수를 각각 나타낸다. 식 

(1)~(3)의 우변에 있는 Y, Z, K 는 파랑 중 자유 운동 시에는 파

랑 강제력을 나타내며, 강제운동 시에는 각각 y와 z축에 대한 

외력과 x축에 대한 모멘트를 각각 나타낸다. 

2차원 운동에서는 y축 방향의 운동(Sway motion)에 의한 복

원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다. 또한 물체의 

형상이 z축에 대해 대칭이라 가정하면 z축 방향의 운동(Heave 

motion)은 y축 방향의 힘이나 x축 중심의 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된다. 부유체에 

관하여 x축 중심의 회전운동(Roll motion)은 y축 방향의 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지만, 보통 z축 방향의 힘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식 (1)~(3) 

은 식 (4)~(6)과 같이 간략화 된다. 

                     (4)

   

 

         (5)

                         (6)

위의 식 (4)와 (6)을 살펴보면 z축 방향의 운동은 y축 방향의 운

동이나 x축 중심의 회전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2차원 부유체의 각 방향 운동을 식 (7)~(9)와 같이 정현
파의 형태로 가정하고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룰 무한 수심 중 강
제 상하동요 운동, 즉 z축 방향의 운동을 고려하면 

      이며 식 (5)는 식 (10)과 같이 

간략화 될 수 있다.

                           (7)

                           (8)

                           (9)

                      (10)

여기서 , , 는 각 방향 운동 진폭, 는 주파수 그리고 는 

시간을 나타낸다. 

식 (8)을 식 (10)에 대입하고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
터 얻어지는 외력 Z에 대해서 푸리에 해석을 수행하면 식 (10)

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1)

식 (11)을 정리하여 유체력 계수인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각
각 식 (12) 및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때 계수 는 복원

력 계수로 식 (14)과 같다. 이때 는 부유체의 수선면적이다. 

 




  
         (12)

 


        (13)

           (14)

2.3 수치 시뮬레이션 기법

2.3.1 지배 방정식 및 이산화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Gridgen ver. 15.17을 사용

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FLUENT ver. 6.3.26을 사용하여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4)







 




 

 



 

 

          (15)

여기서 는 속도벡터, 는 계산격자의 이동속도, 는 밀도, 

는 시간, 는 압력, 는 중력가속도, 는 점성계수 그리고 

는 난류응력을 나타낸다.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산화 되며 대류항과 난류항

에는 3차 정확도의 MUSCL(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법을, 속도와 압력의 연성을 위

하여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법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주기적인 상하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체를 포함한 전체 격자를 움직이는 동적 해

석기법을 선택하였다. 이 때 격자계는 식 (17)과 같이 이동속도

를 적용하여 움직이도록 하였다.

           (17)

2.3.2 경계조건

본 계산에서는 Fig. 1과 같이 전체의 계산 영역에서 중심선에 

대칭 조건(Symmetry)을 부여하고 우측 1/2의 영역에 대하여 계

산을 수행하였다. 바닥면에는 No-slip 벽면조건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영역의 윗면과 생성된 파가 방사되는 끝단인 계산영역 출구

에 대해서는 압력 유출 조건(Pressure-outlet)을 사용하였다. 

계산영역의 수선면으로부터 깊이는 실험수조의 깊이와 동일

하게 설정하였고 공기층은 물체 폭의 1.5배로 설정하였다. y축 

방향 계산영역의 크기는 후술하는 계산 영역 테스트의 결과에 

기초하여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파장의 17.5배로 설정하였고 파

의 감쇠를 위하여 수치적인 감쇠영역을 방사되는 파장의 7배인 

지점에서부터 17.5배인 지점에 걸쳐 설정하였다.

3. 자유 표면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부유체의 수치 시뮬레이션

3.1 해석 대상 물체의 형상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자유 표면 상에서 강제 상하동요

하는 사각형상과 원형상 부유체의  유체력을 산정하였다. 사각

형상의 폭과 높이는 0.4m, 흘수는 0.2m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반지름 2.5mm의 라운딩 처리가 되어있다. 원형상의 반지름은 

0.15m이며 침수면은 원형상이지만 비침수면은 사각형상으로 수

면으로부터 0.15의 높이를 가진다. 여기서, 모형의 크기는 Vugts 

(1968)의 자유 표면 중 강제 상하동요하는 부유체의 유체력 계

수 산정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Fig. 1 Schematic view of computational domain and 

boundary condition

(a) Rectangle (b) Circle

Fig. 2 Dimension of simulated shape

3.2 강제 상하동요 운동 조건

해석 대상 물체 각 형상에 대하여 Table 1과 2에 나타낸 조건

으로 주기적인 강제 상하동요 운동을 구현하였다. 이 때 각 물

체의 특성길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레이놀드 수를 동일하게 일

치시킨 뒤 진동수를 설정하였다.

3.3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이규호 등(2011)의 무한 수심 중 강제 상하동

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물체의 유체력 산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

으로 격자의 형상과 분포, 난류모델 등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

하였다.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구현을 위해 자유

표면을 고려한 격자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사각형상의 운동 진폭 

0.02m인 타입에 대해 조건 테스트를 실시하여 다른 운동 진폭

의 타입에 적용하였다.

Table 1 Calculated conditions of rectanglar type

Rectangle
Frequency
(rad/sec)

Period
(sec)

Amplitude 
of Reynolds 

number

Amplitude 
of heave 

motion (m)

Case 1 1.57 4.00 12,516 0.01

Case 2 3.14 2.00 25,033

0.02

Case 3 6.28 1.00 50,065

0.03Case 4 9.42 0.67 75,098



Table 2 Calculated conditions of circular type

Circle
Frequency
(rad/sec)

Period
(sec)

Amplitude 
of Reynolds 

number

Amplitude 
of heave 

motion (m)

Case 1 2.09 3.00 12,516 0.01
Case 2 4.19 1.50 25,033

0.02
Case 3 8.38 0.75 50,065

0.03Case 4 12.57 0.50 75,098

Table 3 Number of grid in amplitude of heave motion test

Rectangle
Frequency
(rad/sec)

Amp. of 
heave 

motion (m)

Number of grid in 
Amp. of heave motion

Case 1 1.57

0.02

20
Case 2 3.14

50
Case 3 6.28

80Case 4 9.42

3.3.1 운동 진폭 당 격자수 테스트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파고 당 최적의 격자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운동 진폭 당 z축 

방향 격자수에 변화를 주어 테스트를 하였다. 이때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였다. 

3.3.2 파장 당 격자수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파장 당 

최적의 격자를 설정하기 위해 식 (18)과 같이 표현되는 파의 분

산관계(Dispersion relationship)를 이용하여 방사되는 파의 파장

을 계산한 뒤, Table 4와 같이 파장 당 y축 방향 격자수에 변화

를 주어 테스트를 하였다. 이때 파장 당 격자는 균일하게 생성

하였다. 는 파수(Wave number)이다.

           (18)

3.3.3 계산영역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계산영역의 최적 조건을 산출하기 위해 부유체

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파장을 고려한 계산영역을 테스

트 해보았다. Table 5와 같이 파가 전파되어 나가는 방향인 y축 

방향으로 계산 영역 크기에 변화를 주어 격자를 생성하고 테스

트를 해보았다. 이때 물체를 기준으로 y축 방향 총 계산영역 크

기의 0배인 지점에서 0.4배인 지점까지 균일하게 격자를 생성하

였고 0.4배인 지점에서 1배인 지점까지 수치감쇠 영역을 설정하

였다. 

3.4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결과

3.4.2 운동 진폭 당 격자수 테스트 결과

Fig. 3은 운동 진폭 당 격자수의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질량

과 감쇠계수 결과를 나타낸다. 실선으로 나타낸 것은 Ursell과 

F.(1949)의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해의 값을 나타내며 

Table 4 Number of grid in generated wave length test

Rectangle
Frequency
(rad/sec)

Amp. of 
heave 

motion (m)

Number of grid in length 
of generated wave 

Case 1 1.57

0.02

30
Case 2 3.14

40
Case 3 6.28

50Case 4 9.42

Table 5 Computational domain size test

Rectangle
Frequency
(rad/sec)

Amp. of 
heave motion 

(m)

 Computational 
domain size

Case 1 1.57

0.02

10 λ
Case 2 3.14

17.5 λ
Case 3 6.28

25 λCase 4 9.42

심볼로 나타낸 것은 실험값과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계산결과 부가질량과 감쇠계수가 실험과 유사한 영역

의 값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Case 2의 주파수에서 진폭 당 

격자수에 따라 산정되는 부가질량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폭 당 격자수에 따른 감쇠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산시간과 계산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추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 운동 진폭 당 격자수를 50개로 설정하였

다. 

3.4.2 파장 당 격자수 테스트 결과

Fig. 4는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파장 당 격자수 

변화에 따라 산정된 부가질량과 감쇠계수 결과를 나타낸다. 계

산결과 주파수 Case 1의 타입에서 파장 당 격자수에 따라 산정

되는 부가질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감쇠계수에서는 파장 

당 격자수에 따른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계

산 시간과 계산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이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에는 파장 당 격자수를 40개로 설정하였다. 

3.4.3 계산영역 테스트 결과

Fig. 5는 주파수 별 y축 방향 계산영역의 크기 따라 산정된 부

가질량과 감쇠계수 결과를 나타낸다. 계산결과 주파수 Case 2의 

타입에서 계산영역의 크기에 따라 산정되는 부가질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감쇠계수에서는 계산영역의 크기에 따른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 시간과 계산의 정확

도를 고려하여 이후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에는 y축 방향 계산영

역의 크기를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장의 17.5배로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3.5 주파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수행되었던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파수와 진폭으로 운동하는 사각 형상과 원 형상의 부유체의 



운동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Fig. 6, 7은 사각형상과 원형상의 

주파수에 따른 부가질량과 감쇠계수의 계산결과, 포텐셜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이론해 그리고 실험값을 나타낸다. 계산결과 

사각형상 부가질량의 경우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두 타입은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지만 주파수가 낮은 두 타입은 

실험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파수 Case1은 3가지 진폭에서 

부가질량이 실험값과 비교하여 높게 산정되고 있다. 주파수 

Case 2는 진폭 0.01m, 0.03m 일 때 부가질량이 실험값과 비교하

여 낮게 산정되고 있다. 

사각 형상 감쇠계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

를 주고 있지만 주파수 Case 2는 진폭 0.01m, 0.03m 일 때 감쇠

계수가 높게 산정되고 있다. 

원형상 부가질량의 경우 주파수 Case 1, Case 3은 실험값과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지만 주파수 Case2, Case4는 실험값과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주파수 Case 2는 모든 진폭에서 부가질량이 

실험값과 비교하여 낮게 산정되고 있으며 주파수 Case 4는 실

험값과 비교하여 높게 산정되고 있다. 주파수 Case 2, Case4에

서 운동 진폭이 작을수록 실험값과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형상의 감쇠계수의 경우 주파수 Case 1, Case3에서 실험값

과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지만 주파수 Case2, Case4는 실험값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파수 Case 2는 진폭이 0.01m인 타입에서 

감쇠계수가 실험값과 비교하여 높게 산정되고 있고 주파수 

Case 4는 진폭이 0.01m인 타입에서 감쇠계수가 실험값과 비교

하여 낮게 산정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을 이용하여 자유표면 상에서 강제 상

하동요하는 2차원 단순형상 부유체에 대하여 유체력 계수를 산

정하고 이를 Vughts(1968)의 실험과 비교하였다. 다양한 진폭과 

주파수에 대한 유체력 계수 산정하기 이전에 부유체의 운동에 

의해 방사되는 파의 높은 정도의 구현을 위해 자유표면에 대한 

격자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CFD해석 결과와 실험값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영역의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산 주파수와 진폭에 따라 실험값과 차이를 

보이는 케이스도 있었다. 시뮬레이션 조건 테스트를 통해 부유

체의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파의 자유표면 부분 격자의 질이 유

체력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다 높은 정

확도의 CFD해석을 통한 강제 상하동요하는 부유체의 유체력 

계수 산정을 위해선 부유체의 진폭을 고려한 격자, 복사파의 파

고와 파장 그리고 계산영역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CFD해석이 앞으로 부유체 및 잠수체의 운

동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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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ded mass in heaving

(b) Damping coefficient in heaving

Fig. 3 Result of Number of grid in amplitude of heave motion 

test

(a) Added mass in heaving

(b) Damping coefficient in heaving

Fig. 4 Result of Number of grid in generated wave length test

(a) Added mass in heaving

(b) Damping coefficient in heaving

Fig. 5 Result of Computational domain size test

(a) Added mass in heaving

(b) Damping coefficient in heaving

Fig. 6 Result of rectangle in heaving



(a) Added mass in heaving (b) Damping coefficient in heaving

Fig. 7 Result of circle in h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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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dict the motion of marine vehicles and  offshore structures, for a long time, the experiments in a wave tank have been  

However, these experiments have man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such as installation, running and maintenance costs,  experimental space, 
measuring devices and methods and so forth. Recentl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he numerical simulations by utilizing 
numerical wave tank have been carried out to reproduce the target wave environment and flow-fields. In this study, to find the appropriate 

computational conditions  for the simulations of irregular waves in a numerical wave tank, regular waves were reproduced in a numerical wave 
tank and the effects of computational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1. 서    론 

선박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운동성능 예측을 위해 물리수

조(Experimental wave tank, EWT)를 이용한 실험이 수행되어 

져 왔다. 그러나 EWT의 경우에는 설치비용, 실험공간, 계측방

법 등의 많은 제약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제의 파랑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파랑, 바람, 조류 등의 다양한 조건

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EWT의 경우 다양한 파랑환경 재현

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실

험적 해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CFD 기반의 수치파랑수조(Numerical wave tank, 

NWT)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박종천(2003)

은 다양한 파랑환경 하에서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거동 예

측을 위해 NWT 기법을 개발하였다. NWT 기법을 파랑환경 

하에서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거동 예측에 이용하면, EWT 

의 설치 및 모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80  jcpark@pusan.ac.kr

양한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Molin et al.(2009)은 불규칙파 재현에 널리 이용되는 스펙트

럼 중에 하나인 Pierson-Moskowitz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수

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어진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를 비교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계산 조건들, 예를 들어, 파장 및 파고 당 격자 

개수 및 댐핑 영역의 크기 등, 에 대한연구는 수행되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파를 재현을 위한 NWT의 적

합한 계산조건을 찾기 전의 선행연구로서, 선형파의 NWT에서

의 재현에 대한 적합한 계산조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2. 수치파랑수조의 시뮬레이션 방법

2.1 지배방정식 및 계산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Gridgen ver. 15.17을 사용

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FLUENT ver. 6.3.26을 사용하여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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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속도벡터, 는 밀도, 는 시간, 는 압력, 는 중력

가속도, 는 점성계수 그리고 는 난류응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LUENT는 유한체적법에 기초한다.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에 의해 이산화 되어지며 대류항과  

난류항에는 3차 정확도의 MUSCL(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법을, 속도와 압력의 연성을 위

하여 PISO(Pressure 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법을 

사용하였다. 자유표면은 계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음해법의 

HRIC(High resolution interface capturing)을 적용한 

VOF(Volume Of Fluid) 방법을 사용하여 유체 모델에서는 물

과 공기에 대한 물성을 입력해 주었으며, 중력을 고려하였다.

2.2  경계조건

바닥면에는 벽조건을 적용하였고, 공기와 물의 계산영역을 

같도록 설정하였다. 입구경계는 수치조파기를, 출구경계와 계

산영역의 윗면에는 압력유출조건을 적용하였다. 압력에 대해서

는 정수압을 적용하는 Dirichlet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단, 출

구에서 VOF 에 대해서는 영의 구배를 적용하는 Neumann조

건을 적용하였다.

수치조파기는 플랩형이나 피스톤형의 조파기로 심수중력파이론

이나 천수파이론에 의하여 각 조파판에 적절한 속도분포를 준다. 

수치조파의 각 조파판에는 다음과 같은 속도분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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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는 수직, 수평방향의 속도성분이고, 는 파수,  는 

수심을 나타낸다.  

2.3 계산 조건

조파수조의 계산 영역은 길이 18.7m, 수심 5.8m, 감쇠영역

(Damping zone)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감쇠영역의 길

이를 파장의 3배와 5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보았

다. 주기 T=2s, 파장 L=6.24m, 파고 H=0.2m, 파도의 기울기 

H/L=1/31 으로 설정했다.

수치적으로 파도를 재현하기 위해 Park et al.(2004)격,의 연

구를 참고하여 자의 크기를 파장에 대해 50분할, 파고에 대해 

20분할, 주기에 대해서 1000분할의 값을 사용하였다. 전체 격

자의 수는 18,000개이며, 유동장과 감쇠영역에 각각 13,500개와 

4,500개의 정렬격자(Structured grid)를 분포시켰다.

시간간격은 안정성과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계산에 

0.002초를 적용하였다. 이때 초기 5초 동안에는 선형적인 가속

구간을 설정하였다.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고찰

수치조파기술의 특성과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칙파의 조

파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Fig. 1은 40초일 때 공간에 따른 파

고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2는 조파기로부터 만큼 떨어진 위치

에서 시간에 따른 파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조파기에 의해 

발생되는 파랑이 감쇠구간이 3.0L과 5.0L 인 두가지 모두의 경우

에서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view of the two-dimensional numerical wave 

tank. (Up :   , down :   ) 

Fig. 2 Time series of the wave elevation probed at  in 

NWT. (Up :   , down :   )



Fig. 3.  Time series of the wave elevation probed at two location 

in NWT. (up :   , down :   )

Fig. 3은 시간에 따라 조파기에 의해서 생성된 파의 파고를  

  과    두 지점에서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감

쇠구간 이 인 경우와 경우 모두 t=16s 이후에는 안정

화 되어 일정한 형태의 파형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 는 감쇠영역의 크기에 따라 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빨간색 실선은 감쇠영역을 파장의 3배 크기를 주었을 

때이고, 파란 점선은 감쇠영역을 파장의 5배 크기로 주어서 시뮬

레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이다. 감쇠영역의 크기에 따라 파고값들

이 미소한 차이를 보여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파형이 일정

한 파장을 추출한 후 확대하였다. Fig. 4(a) 는 연속하는 파정을 

추출하여 확대한 것이고,  Fig. 4(b) 는 연속하는 파저 부분을 추

출하여 확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감쇠 영역이 파장의 3배인 경

우 전체적으로 파고가 주기적으로 변화하여 너울이 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감쇠 영역이 파장의 5배인 경우는 파고가 일정하게 

안정된 파의 형상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파가 점점 약

해지면서 진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Fig. 5.은 감쇠 구간이   인 시뮬레이션의 규칙적인 형

태의 한 파장(파정~파정)을 추출하여 1차, 2차 스톡스 파(Stokes 

wave)와 비교한 것이다. 식 (7)과 식 (8)은 1차 Stokes 방정식과 2

차 스톡스 파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7)

(a) Enlarge two consecutive crest

(b) Enlarge two consecutive trough
Fig. 4. Time series of the wave elevation  probed at  

with    and   .

 Fig. 5. Comparison of first order and second-order Stokes     

         waves with  simulation result waves.



    


 

  




 
  

        (8)  

Fig. 5.를 통해 1차 스톡스 파 보다 2차 스톡스 파가 시뮬레이션 

값과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조건에 선형이론조건을 

주지만  CFD 해석을 수행하면서 비선형 방정식인 N-S 방정식이 

사용되어지므로 비선형성이 잘 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규칙파를 NWT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재현하였다.  감쇠영역의 크기에 따라 파고가 근소한 차이를 나

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안정적으로 파를 생성하기 위해 적

합한 감쇠영역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또한 선형이론의 초기 경

계조건을 주지만 비선형방정식인 N-S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풀기 때문에 생성되는 파형은 비선형값과 더 가까운 결과를 얻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계산조건으로

서 감쇠영역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주기

와 파고를 가지는 단독파에 대하여 파고와 파장에 대한 격자사

이즈 등 다양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불

규칙 파랑에 대하여 확장하여 수행할 계획이다. NWT에서 수치

적으로 파랑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적합한 입력 파의 갯 수 및 

계산조건을 도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며, 정확한 파랑의 재현은 운

동이나 구조해석을 포함하는 연성문제에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정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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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캐비테이션 유동 Cavitation flow, 수 익형 Hydrofoil, 수력학  계수 Hydrodynamic coefficient, 월공동
Super-Cavitation, 균일혼상류모델 Homogeneous mixture model, 공동길이 cavity length

ABSTRACT: The cavitating flow simulation is of practical importance for many engineering systems, such as pump, turbine, nozzle, 
injector, etc. In the present work, a solver for two-phase flows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simulate the cavitating flows past 
hydrofoil. The governing equation is the Navier-Stokes equation based on homogeneous mixture model. The solver employs an implicit 
preconditioning, dual time stepping algorithm in curvilinear coordinates. An experimental data was compared with the present results 
to validate the present solver. This study could be confirmed characteristic of hydrodynamic coefficients with change of the angle of 
attack. It is concluded that the present numerical code has successfully accounted for two-phase Navier-Stokes model of cavitation 
flow. 

1. 서    론  

 

  캐비테이션은 액체 유동의 어느 국부  지 에서의 압력강

화의 효과로 인해서 액체가 증기화되는 상으로 펌 , 터빈, 

로펠러, 노즐, 인젝터(injector) 등과 같은 다양한 수력학  시

스템에서 발생한다. 캐비테이션은 고속의 수 운동체 등에서 

월공동(super-cavitation)을 이용하여 항력을 감소시켜 주는 이

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극히 외 이며, 일반 으로 구조물

의 물리  손상뿐만 아니라 동력의 손실, 소음의 발생과 같은 

부정 인 향을 다. 수력 축류형 터보기계는 캐비테이션에 

의한 향이 큰 분야로 더 나은 효율과 긴 수명, 그리고 운

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캐비테이션 유동해석에 한 기 연

구로서 수  익형에 한 캐비테이션의 산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분야에

서 유동해석을 한 여러 가지 모델과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비정상 상태 유동에서 국부 으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유

동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여 산해석이 쉽지 않은데, 최근 

내비어-스톡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을 이용한 캐비테

이션의 다양한 산모델링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과 기상의 경계면의 상태가 열과 동 으

로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액상과 기상의 연속방정식을 

따로 풀며 운동량 방정식에 해서는 혼상(mixture)류의 방정식

을 이용하는 균일혼상류모델(Homogeneous equilibrium flow 

model)을 사용한다(Merkle, 1998).   

   2. 이론적 배경 및 해석 기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지배방정식으로 3차원 내비어-스톡스 방정식

을 사용하고 있는데, 균일혼상류모델을 용하여 연속방정식은 

액상과 기상에 해 각각 풀고 있으며 운동량 방정식은 혼상

류(mixture flow)에 해서 계산한다.


 


  

                      (3)




 

                          (4)


 


 



    
      (5)

여기에서 하첨자    은 각각 기상, 액상, 혼합류를 의미하

며 혼합류에서의 도와 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7)

여기서 성계수의 하첨자 t는 와 성계수(eddy viscosity)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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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기상과 액상에 한 연속방정식인 식(3)과 식(4)의  

와  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서 액상과 기상간의 질량 달

항을 의미하며 2.4 에서 정의된다.

 방정식들을 무차원화 하여 벡터방정식으로 곡선좌표계에 

개시키면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는 유동벡터,  는 류항을,  는 성항, 는 소스

항을 의미한다.  는 Jacobian matrix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9)

  본 연구에서는 액상에 해 비압축성 유동으로 해석되어져

야 하고 기상에서는 음속이 수 m/s에 불과하므로 매우 속이

라 하더라도 압축성 유동으로 취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액상과 기상의 두 개의 유동이 혼재하는 캐비테이션 유동에서

는 비압축성 유동과 압축성 유동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액상과 기상의 한 음속의 차이로 인해 수치해석상 

수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때, 조건화 행렬

(pre-conditioning matrix) 는 다상 유동장에서  식(9)의 첫 번째 

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나타낸다. 는 조건화 행렬으로

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0)

  여기서 ≡    로 정의하며 는 pre- conditioning 계

수이다. 난류유동을 풀기 해서는  이놀즈수 k-ε 

Model(Chien ,1982)을 사용하 다.

2.3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류항은 Roe scheme(Roe ,1981)으로 차분화 

하 고 MUSCL 기법(Van Leer ,1979)을 이용하여 고차의 정확

도를 유지하 다. 성항은 2차 정확도의 앙 차분법을 이용

하여 계산하 다. 의사 시간 항은 1차 정확도의 후방차분을 

용하 으며, 물리  시간 항에는 2차 정확도의 후방 차분을 이

용한 내재  기법을 용하 다. 소스항은 내재  기법을 용

하 다. 시간에 한 반복계산은 AF-ADI법을 사용하 다.   

   원거리 경계에서는 균일류 유입조건을 사용하 으며, 벽면

에서의 속도는 착조건을 사용하 다. 유출 역에서는 구배가 

이라는 조건을 이용하 다. 

2.4 캐비테이션 모델

  캐비테이션은 상변화 과정의 열역학 , 동역학  상에 의

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을 해석하기 해 여러 가지 모델

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omogeneous equilibrium flow 

모델 에서 (Merkle ,1998)에 의해 제안된 모델을 사용하 으

며, 여기서 액상-기상간의 질량 달량은 evaporation term(


)

과 condensation term(


).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

    
,   

∞

   

  여기서 evaporation term과 condensation term 모두 압력과 

volume fraction의 함수이며, ∞는 평균유동시간( ∞∞ )

을 뜻한다. 그리고  와  는 경험상수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  의 값을 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은 캐비테이션 유동해석을 해 사용된 Clark-Y

hydrofoil 형상과 격자계이다. 격자는 ×으로 총33,123개

의 정렬 격자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Grid system of Clark-Y hydrofoil

   Fig. 2 는 받음각  이고 자유흐름속도∞가 10m/s 일 때 

실험결과(Murai ,1966) 과 비교한 그림으로 실험결과의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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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pressure coefficient for Non-cavitating flow

  Fig. 3 는   ×  일 때 양력계수를 실험결과

(Marcman ,1984)와 비교한 그림이다. Non-cavitating flow에 

해 계산된 결과로 받음각이 커질수록 실험값과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유동박리와 같은 복잡한 유동 상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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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ft coefficient  with change of angle of attack in Non-cavitating flow
 

  Fig. 4은 받음각  일 때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압력계수로 

캐비테이션 수가 낮아지면서 공동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일 때  역으로 공동길이가 확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 는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양·항력계수로써 실험결과

(Liu ,1999)와 비교하 다. 이놀즈 수는 실험 조건에 맞게 

×로 설정하 다. Fig. 4 에서 보듯이 캐비테이션 수가 

0.3에서 0.5가 될 때 upper surface에서 미부의 압력도 떨어지

지만 후미부의 압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항력이 커지게 

되는 상으로 나타난다. 캐비테이션 수가  더 커지면서 

압력강하가 미부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항력이  작

아지게 하는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Fig. 5 에서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는 이와 같은 상을 나타내고 비교  실험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  양·항력 계수의 치

는 차이가 났다. 이는 공동에 의해 생기는 유동의 재유입 상

의 복잡성 때문으로 단된다. 그리고 략   이 될 때 

양·항력 계수가 일정해 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캐비테

이션이 생성되지 않으면서 단상(single phase) 유동이 되고 동일

한 수력학  특성을 같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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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Drag coefficient and  Lift coefficient with change of 
cavitation numbers ( )

  

  Fig. 6, 7 은 받음각이  일 때 압력 계수  양·항력 계수를 

나타내었다. 압력이 포화압력보다 클 때 즉 캐비테이션이 생성

되지 않은 단상유동이 되는 캐비테이션 수는 략   인 

것을 알 수 있다. 받음각  일 때와 같이 최  양·항력 계수의 

치를 찾지 못하 다. 난류모델 수정과 같은 수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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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 of Drag coefficient and  Lift coefficient with change of 
cavitation numbers (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해석을 통한 터보기계에서의 캐비테이션

의 다상 유동해석의 기 연구로써 3 차원 비정상상태 내비어-

스톡스 방정식을 균일혼상류모델을 사용하여 수 익형 주 의 

캐비테이션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캐비테이션 수에 따른 양·

항력 계수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 고 비교  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캐비테이션 수에 따라 Non-Cavitating flow와 

Limited Cavitation, Developed Cavitation, 월공동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받음각이 커짐에 따라 양·항력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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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the wave impact load is required in the structural assessment of FPSOs. The importance of the wave impact 
load on offshore structures in the deep water has increased after the casualty by the wave impact was reported in FPSO installed in the 
North Sea.

The wave impact load on offshore structures can be divided into the green water impact load and the wave slamming impact load. It is 
known that these wave impact loads show the strong nonlinear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the classification rule is not 
sufficiently specified enough to assess the wave impact load. Therefore, more accurate evaluation method of the nonlinear wave impact 

load is necessary for the safe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In this paper, the estimation procedures of the green water impact load and the wave slamming impact load are proposed for 
considering the wave impact load in the design step of offshore structures. These estimation procedures were verified by comparing with 

the design impact loads of the previous FPSO projects.

1. 서    론 

 

최근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와 같은 

부유식 해양구조물은 고정식 구조물과 비교할 때, 건조 비용 대

비 효과가 좋다는 측면에서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

다 (Douglas-Westwood Ltd., 2004~2008).

해상 조건이 거칠어져도 피할 수 없는 해양구조물은 파랑 충

격력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과 함께 지난 수십 년 간 발생한 사

고 경험을 통해서, 북해와 같이 거친 해상 상태의 부유식 해양

구조물에 있어서 파랑 충격하중은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었다.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하중은 크게 갑판 위로 넘어온 청

수에 의해 갑판 위 기기들이 피해를 받는 청수 충격하중(Green 

water impact load)과 파랑과 선체 외벽이 직접 접촉하여 발생

하는 슬래밍 충격하중(Slamming wave impact load)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랑 충격하중은 매우 국소적인 자유 수면

의 형상 변화가 충격하중의 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박 운동 하중과 달리 강한 비선형성을 보이는 특성

이 있다 (HSE, 2000).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설계 기준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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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규정들이 해양구조물의 파랑 충격하중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성 인식과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장소에 반영구적으로 

계류된 해양 구조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HSE, 2000), 비선형 파랑 충격 현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

러 관련 기관들은 SAFE-FLOW(Bas Buchner, etc., 2004)와 같은 

공동 산업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거친 해상 상태에 투입되는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대한 파랑 충격하중 대응 설계 요구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청수 충격하중과 

슬래밍 충격하중의 설계법을 정립하였으며 당사에서 수행한 

FPSO의 설계 하중과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설계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청수 충격하중과 슬래밍 충격하중에 대하여 당

사가 정립한 파랑 충격하중 산정 방법과 적용 예를 소개하였다.

2. 파랑 충격하중의 종류 및 특징 

본 장에서는 파랑에 의해서 부유식 해양구조물에 발생 가능

한 충격하중의 종류와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해양구조물의 파랑 충격 문제는 크게 청수 충격하중과 슬래

밍 충격하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슬래밍 충격하중은 선수 

충격력, 선저 충격력 및 세장체 충격력으로 나눌 수 있다. 해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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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랑 충격하중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선저 충격력을 제외한 나머지 충격력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2.1 청수 충격하중

청수 충격하중은 갑판 위로 넘어온 청수가 쏟아지면서 갑판 

위의 장비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의미하는데, 자유 수면과 선

체의 상대 운동에 의한 파고가 선체의 건현(Freeboard)을 초과

할 경우에 발생한다. 건현 초과의 정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청수 충격하중 산정을 위해서는 건현 초과를 적절히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건현 초과에 대응하는 갑판 위 침입 수의 깊이 

및 이동 속도는 청수 충격하중을 산정하는데 주요한 설계 인자

이다 (Bas Buchner, 2002).

침입수의 깊이(H)와 이동 속도(U)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침입수의 깊이를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 (Bas 

Buchner, 2002).

2.2 선수부 슬래밍 충격하중

선수부 슬래밍 충격하중은 파형 경사가 큰 파랑에 의한 파랑 

자체의 충격 현상에 기인한다. 파고가 커질수록 비선형성이 강

해져서 파랑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커지는데 이러한 급경사 파

 

Fig. 1 List of wave impact loads for offshor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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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of the freeboard exceedance

Fig. 3 Application of the dam breaking model to green water 

flow over the deck (Bas Buchner, 2002)

랑(Stiff wave)이 선체와 부딪힐 때 충격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Fig. 4에 선수부의 슬래밍 충격 현상을 나타내었다.

파랑의 급격한 기울기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인자는 파랑의 

수직 상승 속도로 알려져 있으며 (Bas Buchner, etc., 2004), 수직 

상승 속도와 함께 파랑 충격의 발생 위치는 슬래밍 충격하중의 

주요 설계 인자이다.

2.3 부가물 슬래핑 충격하중

거친 해상 상태에 놓인 FPSO의 부가물(Appendage)에 급격한

경사각을 가지는 파랑이나 쇄파(Breaking wave)가 가격하여 발

생하는 충격력은 슬래핑 충격으로 구분한다 (Barltrop, 1998). 부

가물에 발생하는 슬래핑 충격 현상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부가물에 작용하는 슬래핑 충격하중은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

용하고, 파랑의 위상 속도(Wave celerity)가 중요한 설계 인자가 

된다.

3. 파랑 충격하중 설계 절차

3.1 청수 충격하중 산정 방법

청수 충격하중의 설계 적용을 위한 절차를 Fig. 6에 나타내

었다.

FPSO 
fore

Low attack angle

Non-linear wave (Stiff wave)

H

Fig. 4 Bow slamming impact due to the stiff wave

Fig. 5 Slapping impact on the appendage

Fig. 6 Estimation procedure for the green water impact load



건현 초과 MPM(Most Probable Maximum)의 계산은 일반적

인 선형 운동 해석과 같은데, 건현 초과 현상이 파고가 큰 경우

에 해당되므로 파랑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모형 시험 결

과를 사용하기도 한다. 해상 상태 분포도에 대해서 건현 초과의 

3시간 최대값을 계산한 예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최대 건현 초과 값에 대응하는 충격하중

은 건현 초과와 모형시험을 통해서 구한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

3.2 선수 슬래밍 충격하중 산정 방법

당사는 선수 슬래밍 충격하중 산정을 위해 모형시험을 이용

한 설계 절차 방법과 이론적 접근법을 적용한 설계 절차 방법

을 정립하였다.

모형시험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방법

선수 슬래밍 충격 현상에 대한 설계 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서 확률적으로 충격 하중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 인자를 찾

아야 한다. Fig. 8은 파랑의 수직 상승 속도와 선수 파랑 충격 

하중이 선형 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7 Most Probable Maximum free board exceedance for 100 

year wave scatter diagram (Bas Buchner, 2004)

Fig. 8 Correlation between the impulse and the vertical free     

       surface velocity (the solid line: mean, the dotted line:    

       STD, Bas Buchner, 2004)

파랑의 수직 상승 속도는 파랑 방정식으로부터 확률적인 분

포도를 추정할 수 있는 인자이므로 이를 통하여 파랑 충격력

의 확률적인 정의가 가능해 진다.

Fig. 9는 파랑 방정식으로부터 파랑 수직 상승 속도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 실제 해역의 계측 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2

차 정확도 파랑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계측 결과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모형시험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과정을 Fig. 10에 나타내

었다. Fig. 10에서 MPM VV(Most Probable Largest Vertical 

Velocity)는 파랑의 단기 응답수직 상승 속도 최대값을 의미하

며, 수직 상승 속도에 대응하는 임펄스로부터 선수에 충격하는 

충격 압력의 정보(시공간 분포)를 얻기 위해서 모형 시험의 데

이터 베이스를 참조한다.

파랑 충격 하중의 설계 하중은 일반적으로 설계 수명 내 최

대 파랑으로 정의하나, 최대 파랑이 아니더라도 기울기

(Stiffness)가 급격한 파랑이 존재한다면 이를 선택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파랑 조건을 선택하여 충격하중을 산출하

는 단기응답 산출 방법에 더하여, 해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파랑 조건 전체에 대한 장기 응답 충격하중 확률 분포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는 각각의 해상 조건에서 얻어진 충격력 발생 확률의 

Weibull 분포와 해당 해상의 발현 확률을 고려하여 파랑 충격

의 장기 확률 분포 곡선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설계 수

Fig. 9 Comparison of the exceedance cumulative probability of 

the vertical free surface velocity (Bas Buchner, 2004)

Fig. 10 Design procedure for the wave impact load based on 

the model test



명의 확률 수준에 해당하는 파랑 충격하중을 최종적으로 도출

하게 된다. 장기 응답 충격하중의 확률 분포를 Fig. 11에 보였

다.

이론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방법

당사는 pressure-impulse 이론 (Lamb, 1932)을 적용하여 선

수부 슬래핑 충격하중의 등가 정적 설계압 산정 절차를 정립

하였다.

슬래핑 충격하중을 산정하는데 pressure-impulse 이론을 적

용한 이유는 압력이 시간 이력 상에서 최대 압력에 대한 산포

가 매우 큰 반면, pressure-impulse는 비교적 일정하고 해석해

가 존재하여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접근법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절차는 Fig. 12와 

같다.

유의 파고와 충격하중을 적용할 구조물의 대상 범위를 지정

한 후, 전진 속도와 충격 작용 범위를 기준으로 pressure- 

impulse를 계산한다. 계산된 pressure-impulse을 가지고 충격

압의 시간 이력을 생성하게 되는데, Fig. 13에 보인 것과 같이 

traditional 충격 형태와 sharp 충격 형태 및 immersed 충격 

형태로 나누어 충격압의 시간 이력을 생성하게 된다. 최종적으

로 충격압의 시간 이력을 적용하여 동적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동적 충격압을 등가 정적 설계압으로 변환하는 등

가 정적 압력 계수를 도출함으로써 등가 정적 설계압을 산정

하게 된다.

Fig. 11 Long-term response distribution of the wave impact 

load

Fig. 12 Design procedure for the wave impact load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3.3 부가물 슬래핑 충격하중 산정 방법

당사는 모형시험을 통해 FPSO 부가물 설계를 위한 슬래핑 

충격하중 산정 방법을 정립하였으며(Lee, etc., 2010), Fig. 14에 

나타내었다.

 해상 분포도에서 쇄파 조건을 만족시키는 파랑을 선택

하여 쇄파의 위상 속도(Celerity)를 계산한 후, 충격하중을 

받는 영역을 결정한다.

 위상 속도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g는 중력 

가속도이고, T는 파주기이다.

   


                                 (1)

 충격 영역은 Fig. 15에 나타내었으며, 식 (2)로 계산한다. ηB

는 쇄파의 최대 진폭이다.

 

                                      (2)

 쇄파에 의해 부가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충격하중과 준

정적(Quasi-static) 하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충격하중은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C*는 쇄파의 위상 속도를 나타

내며, A는 식 (2)를 반영한 투영 면적이다.

 

     
                                 (3) 

 

        (a) Traditional               (b) Sharp   

(c) Immersed

Fig. 13 Types of the impact pressure (Bas Buchner, 2004)

 

Fig. 14 Estimation procedure of the slapping impact 

load on   the appendages



 준정적 하중은 모리슨 방정식의 항력 성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식 (4)와 같다.

   

                                     (4)

 여기서, Cd는 항력 계수, ρ는 물의 밀도, A는 면적을 나타내

고 u는 파의 입자 속도이다. 면적에 필요한 높이는 실린더의 

흘수(Fig. 15의 d)와 쇄파의 진폭 중에서 충격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Fig. 15의 B)이 고려된다.

 계산된 충격하중과 준정적 하중은 Fig. 16에 보인 것과 

같이 부가물에 적용한다.

4. 파랑 충격하중 설계 방법의 적용 예 

 본 장에서는 당사가 수주한 북해 지역에 설치되는 

FPSO에 대해서 선수부 슬래밍 충격하중을 산정하여 선주

가 제시한 설계 충격하중과 비교하였다.

4.1 모형시험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모형시험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장기 

응답 결과를 산출하였다.

 해상 분포도 중에서 파고가 가장 큰 유의파고를 선정하고, 

운동 해석을 수행하여 상하 동요와 종동요를 정리하였다.

 구조 모델에 단위 하중을 적용하여 최대 하중이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되는 부위를 선정하였으며, 위치는 Fig, 17에 보였다.

 설계 인자들과 북해의 해상 분포를 이용하여 BOWLAB을

 

Fig. 15 Definition of the impact zone

Fig. 16 Distribution of each component of the wave force

실행함으로써, 하중과 응답의 크기 및 확률 분포 인자와 충격

하중의 발생 횟수를 계산하였다.

 BOWLAB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해상 조건에서 얻어진 충

격력 발생 확률의 Weibull 분포와 해당 해상의 발현 확률을 

곱하여 합한 후, 파랑 충격의 장기 확률 분포 곡선을 계산하였

으며, Fig. 18과 같다.

 선정된 해상 조건의 100년 최대 파랑 충격력의 확률 수준에 

해당하는 파랑 충격하중을 장기 확률 분포 곡선에서 산출하여 

100년 최대 파랑 충격하중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값은 선주의 설계 기준 충격하중 값의 96%임을 

Fig. 19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모형시험을 이용한 충격

하중 설계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4.2 이론적인 접근법을 이용한 설계 하중 산정

 해상 분포도 중에서 평균 파 기울기가 가장 큰 유의 파고를 

선정한 후, 파랑의 속도와 면적을 이용하여 pressure-impulse

분포를 계산하였다.

Fig. 17 Calculated area of the wave impact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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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Long-term distribution of the wave impact load on 

FPSO

Fig. 19 Comparison of the estimated impact load with 

the design load (Based on the model test)



 계산된 Pressure-impulse를 기준으로 3가지 충격 형태의 압

력 시간 이력을 생성하여 동 적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였

다. 3가지 형태 의 충격 압력 시간 이력에 대해서 최대 압력 

수두와 등가 정적 압력 계수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등가 정적 

압력을 산정한다. Traditional 충격 형태에 대한 동적 비선형 

구조해석 결과를 Fig. 20에 나타내었다. 

 최종 등가 정적 설계압 결과와 선주가 제시한 설계 값을 

Fig. 21에 비교하였다. Traditional 충격 형태(Tra)와 sharp 충

격 형태(Sha) 및 immersed 충격 형태(Imm)에 대한 충격 압력 

결과의 최대 값은 선주 설계 값의 90% 정도 크기이며, 설계 

값과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이론적 접근법을 이용한 하중 산정 방법은 모형

시험이나 CFD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파랑 충격력에 대한 설계

압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Fig. 20 Nonlinear dynamic structural analysis result 

(traditional impact type)

Fig. 22 Design impact load estimation result applying the 

theory approach method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당사에서 정립한 해양구조물의 파랑 충격하

중 산정 방법과 검증 내용을 소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청수 충격하중과 선수부 슬래밍 및 부

가물의 슬래핑 충격하중 산정 방법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유

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FPSO 파랑 충격하중 설계 기법을 통해 북해 등의 

거친 해상의 파랑 충격력에 대응하는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으

며, 선급 규칙 및 모형시험에 의존하였던 기존 설계보다 높은 

신뢰도의 일관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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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긴 세장비를 가지는 해양 이블의 경우, 유체유동에 노출 될 

경우 복잡한 유동구조 연성 상을 나타낸다.  그 표 인 로

서 이블 주 의 와류동에 의한 와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을 들 수 있다.  와유기진동 해석의 경우 문제 자체가 

유체유동과 구조동역학의 연성 상인 특성상,  이블 동역학(박

한일 정동호 2002)으로부터 출발한 연구그룹과 유체역학으로 부

터의 근이 있어 왔다.  이블 동역하에 비하여 많은 계산시간

을 요하는 이유로 VIV 해석에 있어서는 직 인 유동해석법이 

활발히 용되지는 못하 다.  이러한 이유는 이블 주  고 

Reynolds수 유동, 즉 난류유동을 비교  정확히 해석하는데 있어

서는 난류 유동계산에 사용되는 격자수  계산용량이 격히 증

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계산용량과 수치기법의 비약 인 

발 으로 상유체역학을 바탕으로한 해석법도 용되고 있다 

(한명륜 안형택, 2011a, 2011b).  

 본 논문에서는 무한 길이를 가지는 이블 주 의 난류유동을 

지 까지와는 시도보다 보다 진도된 방법이라 할수 있는 와

류모사법(Large-eddy simulation)을 사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동에 하여 이블이 임의의 각도를 가질 때 

이블에 가진력으로 작용하는 비정상 유체력을 산유체역학

을 통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방법

2.1 Gorvering Equation 

2.1.1 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

성을 가진 비압축성 유체의 지배방정식은 incompressible 

Navier-Stokes 방정으로 아래의 두 식으로 표 된다.

Momentum Equation:




∙∇ ∇∇∙ 

∇∇  

Continuity Equation

∇∙  

의 두 식에서 는 유체의 속도, p는 압력을 나타내며 ρ는 유체

의 도, μ는 유체의 성계수이며 는 난류에 의한 성소산을 고

려하기 한 와 성계수(eddy viscosity) 이다.

유동해석은 사용 CFD software Fluent(Ansys Fluent 2009)를 이용

하여 수행하 다.  각 방정식은 규격자계(structured grid)를 바탕으

로한 유한 체 법(finite volume method)으로 차분되었고, 

Momentum항과 pressure항은 2차 정확도로 차분 되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2 Large Eddy Simulation 

난류유동은 이놀즈수가 증가하면서 큰 구조와 작은 구조의 크기 

차이가 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Navier-Stokes방정식이 유체 운동

을 완 히 모사할 수 있다고 해도 난류 유동에 한 정확한 수치해

를 얻는 것은 산자원의 한계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상

으로 큰 경계조건에 향을 많이 받아 일반 인 모델링이 어려

운 큰 구조와 등방  성질을 가져 단순한 모델링으로도 쉽게 근사할 

수 있는 작은 구조로 유동장을 분리하여 큰 구조는 효율 인 수치기

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반면, 작은 구조는 모델링을 사용하여 그 

향만을 고려하는 LES가 기존의 RANS난류 모델의 안으로 최근 

산업과 학문에서 그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아격자(Subgrid) Model로는 WALE(Wall 

Adaping Local Eddy viscosity Model)를 사용하 다. WALE모델에

서 eddy viscos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WALE모델 안의 sL  and 
d
ijS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여기서 sL 는 mixing length for subgrid scales이고 

d
ijS 는 strain rate tensor for the resolved scale이다.

 
 

는 von karman 상수이고 는 격자 으로부터 고체 벽면

까지의 최단거리(Distance to the closest wall), 는 해당 

계산 셀의 제척(Volume of the computational cell)으로 정

의된다. 한 Fluent에서는 WALE constant ( )의 Default

값은 0.325이다. 


  



 

  





 






 

2.3 Computational Domain, Mesh and Boundary condition

 2.3.1 Computational Domain

Fig1. Simulation Domain

 해석 역 안에서의 구형 실린더 주변유동의 변화를 찰, 데이터

를 수집하 다. 시뮬 이션에서의 경계조건은 유동 역의 Inlet과 

Outlet을 설정하 고, 양쪽 면은 Periodic condition으로 설정하 다. 

심 역인 가운데 실린더 표면 부분은 wall(No slip)로 계산하 다. 

내부 실린더와 외부 실린더의 비율은 D=40d이고 spanwise 방향과 

내부 실린더의 비율은 L=20d가 사용되었다.

계산은 Fluent를 이용하여 총 8개의 CPU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운데 구형 실린더 주변으로 기울여져 들어오는 

Flow(10 ,̊ 30 ,̊ 60 ,̊ 90˚)에 의해 Coefficient of drag, lift, 그리고 z축의 

힘(Span 방향의 Axis)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Fig. 1은 Yaw angle을 가진 유동에 따른 유체력과 모션을 찰하

기 해 구성한 3차원 계산 역을 나태낸다. 유동의 방향을 조 하

기 해 각각  ∞ ,  ∞로 속도를 설정하 고 

경사각 를 10 ,̊ 30 ,̊ 60 ,̊ 90˚로 바꾸어가며 계산하 다. 여기서 ∞

는 입구에서 Free stream velocity이다.

Fig2. Mesh Resolution

계산을 한 격자는 반경방형(radial direction), 원주방향

(circumferential direction), 축방향(spanwise direction) 모두 128개 

셀로 분할해서 계산하 다.

3. 결과

3.1 Flow Configuration

Fig3. Flow Configuration



 이번 연구에서는 유체가 Fig. 3에서와 같이 θ가 10˚, 30 ,̊ 60˚, 

90˚기울어져 들어올 때 실린더에 x, y, z방향으로 미치는 향

에 하여 정량 인 데이터를 수집하 다. 

 

3.2 무차원 유체력 정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비정상 유체력은 원주 표면에 작용하는 압

력과 단응력의 면 분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들의  무차원화 된 

값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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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방향에 작용하는 계산된 힘이고, 는 유체의 

도, 는 유체의 속도, 는 실린더의 지름, 은 실린더의 길이

로 정의된다.   무차원 유체력의 정의는 원주 혹은 이블에 고정

된 좌표계를 기 으로 한 것으로, 특히 임의의 경사각을 가지는 경우 

유동방향을 기 으로 한 유체역 성분인 양력  항력과는 다소 차이

가 있다.  

3.3 Result of Cx, Cy, Cz 

입구 속도 2.1m/s 에 하여, 원주직경 2.1cm를 가질 때 

10,30,60,90도 경사각에서 원주에 미치는 비정상 유체력을 LES 

상유동해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구하 다.  체 비정상 해석

은 10sec 동안 진행되었고 이는 유동이 원주 직경의 약 1,000배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해당한다. 

Fig3. Cx history (Drag direction when   )

Fig4. Cy history (Lift history when when   )

Fig5. Cz history (Spanwise direction)

Table 1 Each average values of coefficients

Yaw Angle() Coefficient of X direction

10˚ 4.29E-02

30˚ 3.55E-01

60˚ 1.05E+00

90˚ 1.41E+00

Yaw Angle() Coefficient of Z direction

10˚ 8.51E-03

30˚ 1.24E-02

60˚ 9.84E-03

90˚ -4.99E-05

 

Table. 1은 각각의 Degree에 하여 Average value를 정리한 것

이다. 여기서 Average value of (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체 계산시간은 10sec 까지인, 기 Impulsive start로 인한 과도



응답구간을 제외하여  식과 같이 평균치를 산정하 다.  도 

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의 된다.

Fig. 6은 Average value of Cz를 도시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Cx

의 경우에는 경사각이 증가하면서 수치가 단조(momotonically)으

로 증가하는 경향 볼 수 있지만 Cz의 경우에는 4개의 각도 에서 

30˚에서 최 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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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Average values of Cz

Table 2 Minimum, Maximum value of 

Yaw Angle( ) Min Max

10˚ -0.01985 0.01987

30˚ -0.2826 0.2934

60˚ -0.9033 0.9171

90˚ -1.209 1.232

 Table 2는 Minimum value와 Maximum value를 표로 나타낸 것이

다.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동에 하여 다양한 경사각을 가지는 이블에 

미치는 비정상 유체력을 산유동해석을 통하여 구하 다.  이블 

주 에 발달하는 복잡한 비정상 난류유동의 보다 엄 한 해석을 

하여, 와류 모사법을 통하여 난류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블의 경사각과 와유기 진동을 발생 시키는 가진력의 상

계를 제시하 다.

5.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 장보고-III 소나체계개발 과제인 ‘잠수

함용 선배열 인센서의 동특성  자세소음 모델링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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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loating body motions coupled with sloshing are analyzed using boundary element methods in linear regime. 
Frequency-domain and time-domain approaches are applied respectively. The motion responses of a LNG-FPSO with two partially-filled tanks are 
obtained in regular wave conditions, and the solution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From this study, it can be shown that the linear 

analysis is acceptable with reasonable accuracy for the prediction of global motion response.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practical tool to 
prescreen the coupling effects of ship motions and sloshing

1.Introduction

In floating body with liquid cargos, body motions and 

sloshing inside cargos react on each other. So their coupling 

effects should be considered.

In recent years, some studies on the coupling analysis have 

been introduced by such as Kim (2002), Rognebakke and 

Faltinsen (2003), Newman (2005), Kim and Shin (2008). In this 

paper, the coupling effects are considered by both 

frequency-domain and time-domain approaches based on 

linear potential theor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pre-screening tool for the prediction of the ship 

motions coupled with sloshing. Of course, for some severe sea 

conditions, the further simulation of coupling effects should 

be carried out by other nonlinear methods.

 In the present frequency-domain analysis, a wave Green 

function approach is used for body motion analysis and a 

Rankine panel method is adopted for sloshing flow. In order 

to improve the precision of numerical analysis, a higher-order 

boundary element method is used.

In the present time domain approach, both the 

wave-induced hydrodynamic force and the sloshing-induced 

force are solved by using a Rankin panel method. In this 

numerical model, a B-spline basis function is used to 

approximate physical variables. Particularly, body motion is 

solved by using WISH program.

교신저자 김용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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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omputational model, a LNG-FPSO with two 

partially-filled tanks is chosen, since the experimental data are 

available from the measurement of Nam et al.(2009). In this 

paper, some representative results are introduced.

2. Formulation and Numerical Method

2.1 Body motion coupled with sloshing flow

Body motion coupled with sloshing can be identified 

by the rigid-body motion equation: 

                      (1)

where    represents the body mass matrix including 

liquid mass in tanks. ,andrepresent 

the force induced by external wave, internal sloshing 

flow and viscosity, respectively. Roll viscosity moment is 

considered in this study.

2.2 Formulation in frequency-domain approach

Let’s consider a freely floating body equipped with 

partially filled tanks. The tank-fixed coordinate is defined 

at the center of undisturbed free surface inside the tank. 

Assuming the linearity of sloshing flow with respect to 

excitation motion, the unsteady velocity potential 

satisfying the Laplace equation can be determined from 

the following boundary conditions (Faltinsen and 

Timokh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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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nd    are the translations 

and rotation angles of the coordinates relative to an 

absolute coordinate system.   is a position vector 

relative to an origin point, g i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and   is the free surface elevation.   is 

unit normal vector.   and indicate the tank wall and 

free surface, respectively.     is introduced to consider 

the hydrodynamic damping. The velocity potential can be 

linearly decomposed and the time-dependent quantities 

can be separated:

  
 



 
                                      (5)

where  (j=1~6) are the radiation potential related to 

the tank motion  in the j-mode.  is the circular 

frequency of tank motion. Then the boundary conditions 

can be written as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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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undary integral equation can be established by 

relying on Green’s theorem, as shown below

 











 


 






 (8)

where   is so called the free-term coefficient. G is 

Green function given by Rankine source potential. The 

sloshing force and moment can be written as (Kim and 

Shin, 2008)

                           (9)

where,  and  are added mass, damping and 

restoring coefficient.

    




             (10)

There are two points to keep in mind. The first is the 

inertia force as a rigid fluid mass in tank should be 

subtracted from. The second is the sloshing force 

should be transfer to the body-fixed coordinate system. 

The external wave force due to incident wave,, can 

be obtained by the same process. The wave Green 

function is used to establish boundary integral equation. 

Since this problem is well known, further details are not 

described here.

2.3 Formulation in time-domain approach

Consider a body-fixed coordinate system. In the present 

time-domain approach, a Rankine panel method is 

applied to both the body motion problem and the 

sloshing problem. The body and free-surface boundary 

conditions of either interior sloshing flow or exterior 

flows can be written as follows: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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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eading-order term of 

sloshing-induced pressure on the tank wall can be 

written as below:

 

 ⋅∇                    (14)

The second term is a correction due to body motion. A 

three-dimensional Rankine panel method is chosen as a 

method of solution. Particularly, WISH (a computer 

program for linear and nonlinear Wave-Induced SHip 

motion and loads) is extended to include the linear 

sloshing flow solver. In this method, the fluid boundary 

is discretized into flat panels. The physical variables are 

approximated by using a higher-order B-spline basis 

function. By solving the boundary integral equation 

shown below, the velocity potential, wave elevation, and 



normal flux on the fluid boundary surfaces can be 

obtained.



























                    (15)

In present time domain method, the free-surface 

boundary conditions are solved by applying a mixed 

implicit and explicit Eular schemes for dynamic and 

kinematic conditions, respectively. The details on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are introduced by Kim and 

Kim (2008). When the external force  and internal 

force  are given, the Eq. (1) can be obtained by 

multi-step methods such as 4th order predictor-corrector 

or Runge-Kutta methods.

3. Validation Model

3.1 LNG-FPSO model and conditions

In this paper, a LNG-FPSO with two tanks is 

considered. Towing-tank experiment for 1/100 scale 

model has been carried ou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experiment data were introduced by Nam et 

al.(2009).

The main dimensions of the hull and tanks are 

summarized in Table 1, and Fig. 1 shows the hull of the 

LNG-FPSO and one of model-scale tanks and 

corresponding panel generations for the hull and tank. In 

the experiment, only heave, roll and pitch motions are 

allowed, and surge, sway and yaw are restrained.

Table 1  Main particulars of LNG-FPSO and inner tanks

LNG-FPSO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L), [m] 285.0

Breadth molded on water line (B), [m] 63.0

Draught (T), [m] 13.0

Displacement volume molded (∇), [] 220,018

Radius of gyration (), [m] 19.45; 71.25

Center of mass (KG), [m] 16.5

TANK

FP Tank AP Tank

Length (L), [m] 49.68 56.60

Breadth (B), [m] 46.92 46.92

Height (T), [m] 32.23 32.23

(a) Experimental model

(b) Computational panels

Fig. 1 LNG-FPSO experimental model and solution grids

3.2 Computation versus experiment: without coupling

Figure 2 shows the motion RAOs of the LNG-FPSO in 

beam sea without liquid filling. 'FD' and 'TD' represent 

the frequency and time domain approaches, and ‘Exp.’ 

means the experiment data. It can be seen that the 

computational results show the same tendency with 

experiment. The peak value of roll motion is sensitive to 

the roll damping. 6% and 10% of critical damping are 

chosen in the frequency-domain and time-domain 

comp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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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eave                   (b) Roll

Fig. 2 Motion RAOs without sloshing at beam sea

3.3 Computation versus experiment: with coupling

Ship motion responses in the three different 

combinations of water filling are solved. In this 

computation   defined in Eq. (3) is fixed to be 0.025. 

Figure 3 shows the instantaneous contours of total and 

disturbed wave elevations at beam sea, obtained by using 

the time-domain approach. The reflection and 

transmission are well shown, and the radiation of 

ring-type disturbed waves is very clear in these figures.



   (a) Total wave elevation    (b) Disturbed wave elevation

Fig. 3 Wave contours around LNG-FPSO: time-domain          

         approach, 30%-30% filling,    , beam sea

Figure 4 shows the comparison of roll RAOs in 20% 

and 30% filling conditions at beam sea.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numerical results and experimental data 

have the same tendency. Furthermore, there is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frequency-domain and 

time-domai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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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ll motion at beam sea

Figure 5 shows the heave and roll RAOs obtained by 

using the present frequency-domain method in beam sea 

condition. Heave motion doesn’t change by sloshing flow. 

However, the sloshing-induced moment can shift the 

peak resonance frequency to lower value. At low filling 

conditions, the effects are significant since the sloshing 

resonance frequency is close to the resonance frequency 

of roll motion. In addition, the coupling effects create a 

secondary peak at higher frequency, which disappears at 

higher filling condition.

The pitch RAOs obtained by using frequency-domain 

approach for different filling conditions at head sea 

condition are shown in Fig. 6. There may be some 

change of heave and pitch motions when sloshing flow 

become violent. However, the coupling is very weak, so 

the RAOs of pitch motion, naturally also heave motion, 

are barely changed like the beam sea case shown in Fig.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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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tion RAOs with different filling conditions at          

        beam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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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tch RAOs with      

         different filling     

         conditions at head  

         sea

Fig. 7 Roll RAOs with      

         different wave     

         direction

Figure 7 shows the roll RAOs obtained by using the 

frequency-domain approach in 20% filling condition at 

different wave heading directions. It is obvious that with 

the wave heading increasing the wave excited force 

induced roll motion will decrease. Then the roll motion 

and the sloshing influnec decrease also.

4.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coupled motions of a LNG-FPSO with 

two partially-filled tanks are considered in both the frequency 

and time domains.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as follows:

(1) The numerical results by using frequency-domain 

and time-domain approaches have the same tendency 

with experimental data. 

(2) In this LNG-FPSO model, the roll motion is 

influenced by sloshing flow in low filling conditions.

(3) The peak values of roll motion are sensitive to roll 

damping and sloshing damping. 

(4) Though the application of linear numerical 

methods is limited to mild conditions, it can be used as 

a prescreening tool to analyze the coupling effects. For 

practical purpose, the frequency-domain approach can 

be a bette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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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dimensional turbulent flows are numerically simulated in the inlet duct for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effect of a variation in turbulent flow pattern by the change of roof angle in the transition duct. 
The finite volume based Navier-Stokes equations with unstructured grids are solved to make clear the flow dynamic phenomena. Reviews 
are made on with the data of path lines, velocity vectors, dynamic pressure, residuals for numerical convergence and so on. The 

k-epsilon, k-omega and reynolds stress are used for the generation of turbulence. Two types of roof angle are applied with and without 
the swirl in the duct. Turbulent flow patterns could be investigated for the optimum duct design based on the computation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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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열회수 입구덕트 형상설계는 복합화력 발전설비 보일러의 

배기가스 조건이 고온이고 가스량이 대용량화됨에 따라 최적의 

경제적 형상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운전방식에 있어서도 심야운

전을 채택함에 따라 급격한 부하변동이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치

므로 응력집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와 피로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선택 등 형상설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열팽창

에 의한 피로 및 응력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일러에 유입

되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튜브면적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응력

을 미쳐야 하는데 이런 관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종류 

덕트에 대한 난류유동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배열회수 보일

러 입구 덕트 내부 유동의 경우 선회가 심하며 유속의 편차가 

크므로 유동에 난류모형을 삽입하였다. 수치실험을 위하여 

k-epsilon, k-omega 및  reynolds stress 모형을 적용하였다. 난

류모형의 특성변화를 연구한 전례는 (Lindgren, 2003),  (Buice, 

2000), (Obi,  1993)등으로 이들은 CFD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실험값과 비교하였고, (Hah, 1983) 및 (Habib, 1982)등

은 선회를 동반한 수치연구를 수행하였다. Lee(2002)등은 조연

장치를 부착하여 입구덕트의 특성연구를 수행하여 유동해석 및 

선회효과를 연구하였다. 가스터빈 출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보일러 배열회수 증기 발생조건이 복잡해지고 증기압력 및 

덕트 내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온의 가스터빈과 배

열회수 보일러를 연결하는 입구덕트의 설계조건도 점차 복잡해

지고 있다. 입구덕트 내부의 유동장 특성인 선회현상은 유체동

력학적인 현상으로 가스터빈의 부하에 따라 강도 및 선회각도가 

변화하는 등 설계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치 시뮬레이션 

2.1 기본방정식과 수치조건

 기본방정식은 Navier-Stokes 방정식이며 유한체적의 수치기법

으로 이산화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k-epsilon 방정식은    

    
∂
∂t

(ρε)+
∂

∂x i
(ρεui)=

∂
∂x j [ (μ+

μ
t

σε )
∂ε

∂x j ]
+C 1ε

ε

k
(G k+C 3εG b)-C 2ε

ρ
ε 2

k
+S ε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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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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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k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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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ρC μ

k
2

ε
                              (3)

k-omega 방정식은

    ∂
∂t

(ρk)+
∂
∂x i

(ρkui)=
∂
∂x j (Γ k

∂k
∂x j )+Gk-Yk+Sk          (4)

    ∂
∂t

(ρω)+
∂
∂x i

(ρωui)=
∂
∂x j (Γω

∂ω

∂x j )+Gω-Yω+Sω          (5)

     Γ
k= μ+

μ
t

σ
k

, Γω= μ+
μ
t

σω
, μ

t= α
* ρk
ω

                   (6)

     α *
= α

∞ * (
α *

0+Ret /Rk
1+Ret/Rk )                             (7)

Reynolds stress 방정식은 

      
∂
∂t

(ρ u' iu' j)+
∂

∂x k
(ρu k u' iu' j)=

       ′′

′′

   ′ ′                  

      


′


′   




′


′                        (8)

     -2ρΩ k( u' ju' mε ikm+ u' iu' mε jkm)

2.2  덕트형상, 격자생성, 경계조건

 덕트형상은 단일루프각을 가진 형상과 2중루프각을 가진 형

상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덕트바닥은 12 ̊̊, 윗부분의 단일형

상은 55.6 ̊, 2중루프는 30 ̊, 70 ̊로 설계하였다. 모형에서의 유

동흐름은 12,233 Kg/hr, 레이놀드수는 5.83x10
5 이다. 덕트길이

는 L=10,906mm, 입구면은 6,096x6,096mm, 출구면은 20,068x 

9,052mm 이다. 격자는 비구조 사면체 형상으로 격자수는 

225,364, 노드수는 42,682 이다. 경계조건은 입구면, 출구면, 벽

에 각각 속도, 압력 조건을 부여하였고 공간내부에는 연속체 

조건을 주었다. 입구면에는 단위속도인 1m/sec, 출구면에는 제

로구배 압력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1은 측면도로서 덕트의 루

프형상을 보여준다. 밑면과의 경사각, A 및 B 루프 형상에 대

한 꺽인  각도 및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물체내부의 

격자 및 경계면을 보여준다.     

3. 수치해석 및 토의

3.1 수치해석

 유동장은 상용코드인 플루언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방정식 계산에는 속도와 압력을 커플링하여 수렴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수치실험은 연속방정식 및 각 방향 속도의 값을 

계산하고 초기 값과의 오차의 범위를 체크함으로서 수렴과정

을 확인하였다.

3.2 수치해석 결과

 Fig. 3은 선회강도 0.18을 준 상태에서 단일루프각을 갖는 A

형상의 유선(pathline)을 보여주고 있는데 k-epsilon 및 k- 

omega 두 경우 모두 비슷한 선회 구배를  볼 수 있다. 경계조

건으로 덕트입구에서 일정한 속도를 부여하고 동시에 선회

(swirl) 조건을 적용하여 얻은 값이다. 

Fig. 4는 2중 루프각을 갖는 B형상의 유선을 보여준다. A형상

과 비교했을 때 B형상의 경우는 덕트 내부의 선회 반경이 작음

을 알 수 있었다. 고온 고속의 유동 선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 및 속도변화폭이 적게 나타나며 내부의 압력 강하도 적음

을 알 수 있다. Fig. 5는 동압(dynamic pressure)을 보여주고 

있다. 선회(swirl)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모두 수치 수치 

재연하였다. 선회가 있는 경우는 출구면 근처에서 압력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회가 없는 경우는 입구면 근처에서 압

력상승을 보여준다. 단일루프의 경우는 상부면의 압력구배가 

높게 나오고 2중루프인 경우는 출구전면부의 구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선회가 있는 유동의 잔류값(residuals)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계산이 수치적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

해 주고 있다. k-epsilon의 경우가 k-omega 에 비하여 수치진

폭이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다. Fig. 7은 선회가 없는 2중루프인 

유동의 잔류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reynolds 

stress 모형이 큰 진폭을 보여주고 있다. Fig. 8은 선회가 없는 

유동의 유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k-epsilon 및 k-omega 두 경우 

거의 비슷한 유동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선회가 없는 유동이

므로 수렴조건에 있어서 선회가 있는 유동보다 빠른 수렴이 나

타나고 유동현상도 복잡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수치해석을 통하여 배열회수 입구덕트 형상에  하여 유동을 

측하 다. 선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하여 k-epsilon, 

k-omega  reynolds stress 난류모형을 용하여 수치해석을 수

행하 다. 2  루 각을 갖는 형상의 유동을 분석한 결과 단일

루 각을 갖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덕트내부의 선회반경이 작음

을 알 수 있었고, 유동선회가 강한 가운데 속도  속도변화폭

이 게 나타나며 내부의 압력 강하도 음을 알 수 있었다. 선

회가 있는 경우는 출구면 근처에서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선회가 없는 경우는 입구면 근처에서 압력상승을 보여주

었다. 단일루 의 경우는 상부면의 압력구배가 높게 나오고 2

루 인 경우는 출구 면부가 구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계산의 수렴은 연속방정식, 각방향의 속도, 에 지 등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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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δ

β

α

γ

A-t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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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view of A- & B-type



Fig. 2  Computational domain

 

(a) k-epsilon model  

(b) k-omega model  

Fig. 3  Path line for Type A  

               (a) k-epsilon model

               (b) k-omega model  

Fig. 4  Path line for Type B  

               (a) no swirl, A-type 

                (b) swirl, A-type

                (c) no swirl, B-type



(d) swirl, B-type

Fig. 5  Dynamic pressure, k-epsilon

(a) k-omega

(b) k-epsilon 

Fig. 6  Residuals, swirl, B-type

  

(a) k-epsilon

                       (b) reynolds stress  

Fig. 7  Residuals, no swirl, B-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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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각형 주상체의 운동에 미치는 
슬로싱모드의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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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how the sloshing modes affect the sway motion of two rectangular tanks in regular waves. 
Experiments are performed for two models, which are firmly connected with different drafts and filling ratios. It is an extension of the 
work for a single tank. Our particular interest lies in the violent sloshing case which occurs when the smaller model has a shallower 

water depth. From the previou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single dominant approach needs to be modified as the water depth inside 
the cylinder becomes lower. As a firs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multi-mode dominant methods, the two-mode dominant method is 
considered. When the water height in the smaller model is comparatively high, two numerical approaches-single and two-mode dominant 

methods agree fairly well with experiments. However, as the water depth is getting smaller in the smaller model, the sloshing becomes 
violent and the two-mode dominant method describes it better to a limited extend.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higher modes must be included to predict the violent sloshing motion more precisely within the framework of potential theory.

1. 서    론 

 

지속적인 에너지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석유 기반의 화석

연류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는 그 개발의 필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

다. 화석연료 중에서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여러 이점을 지

니고 있다. 즉, 천연가스는 환경 오염 물질, 특히 탄산가스를 적

게 배출하고, 지구상에는 여전히 충분한 매장량을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기체 상태에 비해 부피가 대략 600 분

의 1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현재 천연가스의 효과적인 운송

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액화 시킨 후 LNG 운반선으로 생산지에

서 소비지까지 운송한다. 이때 액화된 천연가스는 탱크 내에서 

선체의 운동에 의하여 출렁거리는 슬로싱 유동을 하게 된다. 슬

로싱은 탱크 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선박의 움직

임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LNG-FPSO와 LNG-FSRU와 같은 

LNG와 관련되어 새로이 등장하는 대형 구조물은 기존의 LNG 

운반선과 달리 지정된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해며, 작업하는 동

안 탱크 내 수위가 계속 변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한 LNG 처리 

및 하역 작업을 위해서는 탱크 내 슬로싱이 부유체의 운동에 미

치는 영향을 엄밀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슬로싱문제를 우선 단순한 실험적 방법으

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2차원 수조에서 사각형 형상의 흘수

가 다른 두 모델을 단단히 연결한 상태에서 탱크 내부의 수위를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하나의 슬로싱 모드가 지배적이라 가정하는 Single 

dominant multi-modal 방법에 기반한 수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자들의 2010년 논문에 수록되어 있

다 (이동영 등, 2010). 선행 연구 결과에서 실험 시 탱크 내부 유

동이 격렬하게 나타날 때에는 자유수면이 깨지거나 유체가 탱크 

천장을 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우 Single-dominant 

multi-modal 방법은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른 수치 결과를 제공하

였다. 보다 실제와 일치하는 수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슬로싱

모드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슬로싱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수치적 접근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두개의 슬로싱 모드가 지배적이라는 Two mode dominan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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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수치 코드를 작성하여 수치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2. 실험적 접근 

2.1 실험 구성  

슬로싱이 선박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

제를 2차원으로 단순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서울대

학교 2차원 수조에서 수행하였다. 이 수조는 길이 20m, 폭 

0.5m, 깊이 1.0m이며, 피스톤 타입의 조파기가 갖추어져 있다. 

실험은 규칙파 조건에서 진행되었고, 입사파는 파장( λ)과 파고

( )의 비를 기본적으로 1/40로 유지시켜주나 파고가 너무 큰 

저주파수 영역과 파고가 너무 작은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일부 

조정해주었다. 실험 중 모델이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프링 

계수 34.6N/m를 지닌 스프링 시스템을 양 옆으로 설치하였다. 

횡 방향 운동의 변위는 비디오카메라로 계측하였으며, 전체 구

성은 Fig. 1과 같다.

Fig. 1 Experimental Setup

 

 모델은 기본 모델과 작은 모델 두 가지를 선택하였으며, 두 

모델의 제원은 동일하나 작은 모델의 흘수는 기본 모델의 1/2이

다. 두 모델은 단단히 연결된 상태로, 수조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횡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설치하여 모델은 수평운동만 보이

도록 하였다. 실험 모델의 제원 및 기타 자세한 실험 내용은 

2010년 논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동영 등, 2010). 

2.2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앞서 실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Rognebakke와 Faltinsen이 

2003년에 발표한 단독 실험 결과와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모델과 작은 모델을 연결하여 예비 실험 및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비 실험은 기본 모델 두 개를 연결하여 

두 모델이 모두 비워져 있는 경우와 모두 50% 물을 채운 경우

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는 아래 Fig. 2와 같다. 

Fig. 2 Sway transfer function for the two base models

두 모델이 비워져 있는 경우에는 입사파의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평운동의 전달함수 값은 단순 감소한다. 반면에 두 모델 

모두에 물을 50% 채운 경우에는 기본 모델의 고유 주파수 

8.62rad/s에서 전달함수 값이 0에 가까워 졌다가 그 후에는 크

게 증가한 다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Rognebakke와 Faltinsen이 2003년에 단일 모델로 실험한 결과

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탱크 내부 유동에 의한 슬로싱 힘이 

고유 주파수 전후에서 위상이 180도 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다 (Rognebakke 등, 2003). 실험 결과로부터 이러한 슬로싱 힘

의 영향은 두 모델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실험을 거친 다음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경우 기본 모델의 내부 탱크에는 물을 50%만큼 채우고 작은 모

델의 내부 탱크는 18%, 24%, 30%씩 차례대로 채우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를 위해서 작은 모델에 물을 채우지 않고 실험

을 하였으며, 이 값은 대조군으로 활용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smaller model with different  

      filling ratios connected to the 50% filled base model

작은 모델의 탱크에 물을 18%, 24%, 30%씩 채우면, 해당되는 

첫 번째 고유 주파수는 각각 5.83rad/s, 6.58rad/s, 7.16rad/s이

다. 각 경우 입사파 주파수가 고유 주파수보다 약간 큰 점에서 

전달함수가 국부적으로 최소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은 모델의 경우 모델 길이( )에 비해 탱크 물 높이( )가 상대

적으로 낮은데, 이 값은 critical depth에 해당하는  

≃   값보다 낮다. 이 때 내부 유동은 파가 깨지거나 



탱크 천장을 치는 등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Faltinsen and Timokha, 2009).   

탱크 내부의 수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지배적인 슬로싱모드

의 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일모

드접근법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지배적 모드의 수가 2개로 

가정한 기법이 슬로싱 현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기술하리라 예견

하였다. 

3. 수치적 접근

3.1 외부 유동  

시간 영역에서 다른 방향의 운동은 없다고 보고 횡 방향 운동

만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Eq. 1과 같다 (Rognebakke and 

Faltins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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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자체의무게 내부탱크의물무게제외 
∞ 무한대주파수에서횡방향부가질량

  점성감쇠계수
  선형스프링계수
  기억기억함수

  파강제력

  내부탱크의슬로싱에의해받게되는힘

  레일에의해모델운동에가해지는마찰력

        (1)

여기서 시간 기억 함수 는 부가 질량 또는 감쇠 계수로

부터 Eq.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Ogilvi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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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 질량 계수, 감쇠 계수와 파 강제력은 잘 알려진 수치 해

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하였다. 시각 기억 함수는 수치적 해석

의 안정성을 위해서 감쇠 계수로부터 구하였다. 본 과정의 유효

성을 확인하기 위해 슬로싱 힘이 포함되지 않은 단일 모델에 대

하여 계산하였는데,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3.2 내부 유동  

선행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드가 지배적이라는 Single 

dominant multi-modal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두 가지 모드가 지배적이라는 Two mode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채택하였다. 여기서부터 Two mode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편의상 “Model 2 방법”으로 기

술하였다.

포텐셜 유동에서 탱크 내부의 파가 깨지지 않고 탱크 천장까

지 파가 발달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탱크 내부의 자유 표면의 

진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탱크의길이
  자유표면의모드
  자유표면모드의개수

                          (3)

Model 2 방법은 각 자유 표면 모드의 크기가   
  , 

  
  ,   

   ≥ 로 두 개의 모드가 지배적인 

크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방정식을 구성하는 무차원화 

된 는 로 정의된다. 탱크 내부 자유 수면에서의 압력에 변

분법 원리를 적용하면 슬로싱 힘에 대한 식을 유도할 수 있다 ( 

자세한 유도과정은 Faltinsen and Timokha, 2009 에 잘 기술되

어 있다.). 각 모드의 크기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이를 지배방정

식에 삽입하여   이상의 항을 무시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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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포함되는  는 내부 물 높이와 탱크 길이로 정

해지는 값으로 선행연구에서 나온 관계식들을 참조하여 구하였

다. 매우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므로 mathematical program을 

통해 계수를 정리하였다. 

슬로싱 힘은 위에서 구한 각 모드의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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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부 탱크의 물의 무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를 구할 때, 1~6번째 모드의 값을 더하여 구하였고 그 이후의 

모드는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로 표기된 modal damping ratio는 critical 

damping 값에 대한 각 모드의 damping 비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유체가 탱크 벽면에 경계층을 형성함에 따른 점성이 주요 인

자로 작용한다. 이 값은 Keulegan의 층류 감쇠 모델에 대한 식

Eq. 6을 이용하였다 (Keulega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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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식을 바탕으로 나온 modal damping ratio는 내부 물 탱크

의 높이와 각 모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able 1 Modal damping ratios

Type Base model Smaller model

filling ratio 50% 30% 24% 18%

 i=1 0.0024 0.0028 0.0032 0.0039

 i=2 0.0029 0.0037 0.0042 0.0051

 i=3 0.0032 0.0041 0.0047 0.0058

 i=4 0.0035 0.0045 0.0051 0.0063

 i=5 0.0037 0.0047 0.0054 0.0066

 i=6 0.0038 0.0049 0.0057 0.0069

3.3 수치 결과  

본 절에서는 실험 결과와 수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치 접

근법들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슬로싱 힘 
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시적분

을 하였고, zero initial condition을  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슬로싱 힘은 횡 방향 변위에 대한 운동방정식 Eq. 1에 

적용된다. 운동방정식은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풀

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값은 횡 방향 속도의 제곱에 비

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과 

의 값은 예비 실험에서 

두 모델의 내부 탱크가 모두 비었을 때의 실험 결과와 수치 결

과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아래 Fig. 4는 기본 모델 하나만 설치하고 탱크에 50% 물이 

채워져 있는 경우 실험 결과와 수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수

치 결과는 Single-dominant 방법과 Model 2 방법에 기반한 두 

결과를 표시하였다.

 

Fig. 4 Sway transfer function for one 50% filled base model

비록 수치 결과들이 9.0rad/s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 약간 

다르지만 두 수치 결과 모두 실험 결과와 대체적으로 잘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인다. 고주파수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항에 대한 고려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본 모

델에 50% 물이 채워진 경우에는 하나의 슬로싱모드가 지배적으

로 나타나므로 두 번째 모드의 영향을 엄밀히 고려한 Model 2 

방법과 그렇치 않은 single dominant 방법이 거의 같은 값을 보

인다. 따라서 값이 0.5일 때에는 single dominant 방법도 슬

로싱 힘을 제대로 산출할 수 있다.

작은 모델에 30% 물을 채운 경우, 실험 결과와 두 수치 결과

를 비교하면 Fig. 5와 같다.

Fig. 5 Sway transfer function for one 50% filled smaller model

 두 수치 결과가 6.0rad/s에서 매우 다른 값을 보이는데, 

Single-dominant 방법과는 달리 Model 2 방법은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각 슬로

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condary resonance란 n번째 슬로싱모드의 주파수와 n번째 고

유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공진으로 Eq. 7에서 나오는 

주파수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 

1

tanh( )
tanh( )

n h
n h

σ π
σ π

=
                                  (7)

에 2를 대입하여 두 번째 슬로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가 일어나는 주파수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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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rad s n h
rad s

σ
σ
= = =

⇒ =                   (8)

여기서 은 첫 번째 고유 주파수, 은 n-번째 공진, 는 

내부물높이  탱크길이 를 의미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슬

로싱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가 일어나는 주파수는 근

사적으로 6.0rad/s 이다. 따라서 두 번째 슬로싱모드에 대한 엄

밀한 고려를 해준 Model 2 방법은 실제를 잘 반영하는 반면, 



Single dominant 방법은 이 주파수에서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

를 제시하게 된다. 반면에 슬로싱의 두 번째 모드에 의한 

secondary resonance를 반영한 Model 2 방법이 보다 유효한 방

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 모델에 물을 50% 채우고 작은 모델에는 물

을 30% 채운 경우를 다루었다.

Fig. 6 Sway transfer function for the 30% filled smaller    

      model connected to the 50% filled base model

Fig. 6에서 7.0~7.6rad/s 주파수 영역에서 두 수치 결과들은 

상당히 불안정한 값을 보이며, 실험 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모델의 흘수가 차이가 남에 따라 두 모델 사이의 유동

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두 수치 결과 모두 이 gap flow에 대한 

엄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6.0rad/s에서 Single dominant 방법이 실험 결과와 차이가 나는

데 이는 단독 실험에서 나타난 secondary resonance 문제가 두 

모델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Model 2의 

수치 결과가 전반적으로 Single dominant 결과보다 실험 결과

와 더 잘 일치하지만 Model 2 또한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는 한

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한 Multi-modal 

방법들은 내부 유동 및 모델 사이의 유동이 심한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사각형 모델의 운동에 미치는 내부 탱크

의 슬로싱의 영향을 살펴 보았다. 내부 탱크의 슬로싱 힘을 구

하기 위해서는 슬로싱 모드에 대한 엄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

를 하나의 모드가 지배적이라는 Single dominant multi -modal 

방법과 지배적인 슬로싱모드가 둘이라는 Model 2 방법(Two 

modes dominant multi-modal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들의 유효성 및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흘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상체에 대한 2차원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값이 0.5인 기본 모델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의 

결과는 실험치와 잘 일치하였다. 따라서 값이 critical depth

에 해당하는 0.3368값 이상일 때에는 탱크 내부의 유동은 하나

의 지배적인 슬로싱모드만 고려해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

을 알수 있다.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작은 모델

에 30% 물을 채웠을 시   ), 다른 슬로싱모드의 영향

이 커져 Single dominant 방법은 secondary resonance 주파수에

서 한계를 보인다. 이때에는 두 번째 슬로싱모드를 첫 번째와 

대등하게 고려한 Model 2 방법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본 모델은 50% 물을 채우고 작은 모델은 30% 

물을 채운 경우 대체적으로 Model 2 방법이 더 현실을 잘 반영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시에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는 여

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모델 사이의 유체영역에서 

유동이 격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내부 유동이 더 복잡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치 해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모델과 레일 사이의 마찰력 및 두 모델 사이에

서의 복잡한 유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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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dynamics performance of an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is studied in the time domain simulation 

using a 2D fully nonlinear numerical wave tank (NWT). The NWT is developed based on the potential theory, Boundary 

Element Method (BEM) with constant panels, Mixed Eulerian-Lagrangian (MEL) approach for simulating nonlinear free 
surfaces, and Runge-Kutta 4th-order(RK4) time-marching scheme. The floating body with sharp and smooth edges is modeled 
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ortex shedding at the edge point. An appropriate viscous damping coefficient is employed 

on the free surface inside chamber to consider the viscous loss due to the chamber entrance shape. Both fixed and 
forced-heaving-motion bodies are considered. When the body is moving with a certain degree of phase angle against incident 
waves, the 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1.Introduction

 

There may occur considerable vertical oscillating fluid 

motion in an open chamber or gaps between the 

floating bodies. Gap resonances are resonant fluid 

motions within semi-entrained vertical gaps between 

two or more structures or within one structure 

defining a gap of some sort. Typical examples where 

vertical gaps are introduced within marine 

hydrodynamics are moonpools, multi-hull vessels, two 

ships in side-by-side configuration and a ship alongside 

a terminal (Kristiansen, 2009).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considering the moonpool type vertical gap 

i.e.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It is of increasing importance to precisely understand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s for various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applications (Koo and Kim,  

2007). In this regard, many computational tools mostly 

based on linear frequency-domain analysis have been 

widely used for predicting wave loads and body 

motions until recently. The linear analysis, however, 

may not provide reliable solutions for high wav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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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motions causing stronger nonlinear interactions 

(Koo et al., 2006). Better understanding of such 

nonlinear wave-body interaction phenomena require 

accurate and robust numerical simulation tools. 

During the past two decades, many researchers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kinds of 

Numerical Wave Tanks (NWTs). The 

potential-flow-based NWTs have used either 

perturbation approach or fully nonlinear method, and 

the latter provided more accurate and realistic solutions 

for higher waves and larger motions. For a detailed 

review of the NWTs, reader is directed to, for 

example, Kim et al. (1999) and Koo and Kim (2004).

The potential theory, Boundary Element Method 

(BEM) with Constant Panel Method (CPM), Mixed 

Eulerian-Lagrangian (MEL)-nonlinear free surface 

treatment, and Runge-Kutta 4th order (RK4) 

time-integration scheme are used in the present 2D 

fully nonlinear NWT. The artificial numerical damping 

applied to both kinematic and dynamic free surface 

conditions is placed far downstream and in front of 

the wave-maker to suppress transmitted and reflected 

waves. To prevent possible development of the 

saw-tooth numerical instability on the free surface, both 

regriding and smoothing techniques are applied.  

Fully nonlinear time-domain analyses can obtain the 

detailed time histories of waves and body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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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ransient motions, and thus more beneficial 

in gaining insights into novel nonlinear phenomena 

(Koo et al., 2006). In the present study, the developed 

2D linear and nonlinear NWTs are further extended to 

evaluat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an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In particular, 

numerical models are developed for a forced-heave 

body input with an appropriate viscous damping 

coefficient on the chamber free surface to consider the 

viscous loss effect due to the chamber shape, as well 

as including an incident wave input. 

  

2. Mathematical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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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ketch of computational domain including an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chamber 

pressure equals to atmospheric pressure) 

 

The governing equation in the entire fluid domain is 

Laplace equation with an assumption of inviscid, 

irrotational and incompressible fluid (∇ ). The 

free-surface boundary conditions contain two 

components, dynamic and kinematic conditions. The 

fully nonlinear dynamic free-surface condition is 

 




 


∇ 


                         (1) 

 

where  is free surface elevation and  is the air 

pressure on the free surface.  is set to be zero on 

free surface.

The fully nonlinear kinematic free-surface condition is 

given by

 




∇∙∇


                              (2)

 

 No normal-flux boundary condition is used for rigid 

surfaces including the fixed body surface, the sea 

bottom, and the vertical end-wall. 




                                             (3)

 

The incident waves can be generated by two different 

methods i.e. (i) actually moving the wave maker as 

prescribed or (ii) feeding analytic linear and nonlinear 

waves (e.g., Stokes’ 2
nd-order) along the vertical input 

boundary. The input boundary condition for the 

present study on the left side of the domain is the 

2
nd-order Stokes wave express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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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where  A, , k, and h are wave amplitude, frequency, 

wave number, and water depth, respectively.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expressed as follows 

that fluid particle velocity on the body surface equals 

the body velocity in normal direction (when a floating 

body is stationary, the body boundary condition is the 

same as Eq. (3)).

 




∙

                                       (5)

 

where   is body velocity with respect to the center 

of gravity.

In order to solve the governing equation with all the 

given boundary conditions, Laplace equation is 

transformed to a boundary integral equation (Eq. (6)) 

by using Green function. Discretizing the entire 

boundaries and using CPM, the integral equation can 

be solved numerically at each time step to obtain 

velocity potential and its normal derivative at each 

segment. 

 

 








                     (6)

 

where G represents Green function satisfying Laplace 

equation and   is a solid angle (=0.5 when 

singularities are on the boundary). For a 2-dimensional 

problem, the simple source G is given by

 

  

                            (7)

 

where  is the distance between source () and 



field points (x,z). To update the fully nonlinear 

kinematic and dynamic free-surface conditions at each 

time, RK4 time-integration scheme and the MEL 

approach are adopted. Since the free-surface node is 

designed to move with water particle velocity  , and 

apply the total time derivative, 


 


∙∇, the 

fully nonlinear dynamic and kinematic free-surface 

conditions can be modified in the Lagrangian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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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detailed numerical schemes and formulations 

including acceleration potential are shown in Koo and 

Kim (2004).

3. Numerical Results and Discussions

 

In order to analyze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an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numerical 

simulations with forced-heave input are performed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 2. The triangles represent 

the data from available experimental results of Faltisen 

et al. (2007), while the box-marks denote the results 

obtained using the present nonlinear time-domain 

NWT. The filled marks are obtained with no viscous 

damping coefficient included in the chamber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while the unfilled are 

obtained with an appropriate coefficient included. 

There are always some viscous losses when fluid 

passes between bodies because of the body shape. One 

of the critical area for viscous effect is an edge on the 

body presented here. Thus, the viscous damping effect 

is considered in this simulation to calculate accurate 

results corresponding to experimental data. For the 

present case, the coefficient is optimized by trial and 

error method which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0.43.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found 

to be in good agreement.

Next, the effect of body shape is investigated. The 

body in Fig. 1 shows sharp edges on the submerged 

ends of the columns. The case of round smooth edges 

are also simulated to compare with that of sharp 

edges,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 3. The filled 

marks are defined exactly as in Fig. 2, whereas the 

unfilled marks are the new results for the body with 

smooth edges. Since the present numerical method is 

based on potential flow (inviscid flow), the effect of 

vortex-shedding due to the sharp edges cannot be 

predicted. Thus, the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sults is only expected, which was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he submerged area of the body. In order 

to predict the effect of sharp edges on the total 

viscous energy loss, the calculated results should b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which will be 

conducted later. Then, the magnitude of energy loss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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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omparison of simulated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with the experiment results; η3 = 

mid-chamber free-surface elevation, ηb= heaving 

amplitude (0.0025m), L1 is the total body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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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Comparison of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for a body with sharp and smooth 

edges.

  

Another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with 

incident wave height of 0.07 m for various input wave 

periods. The time histories of free-surface elevation at 

the probe placed just adjacent to the wave maker are 

recorded for different input wave periods, shown in 

Fig. 4. It is observed that the wave height is recorded 



to be 0.07 m approximately. This initially validates the 

accuracy of the present simulation. After the 

verification, this numerical model is further extended to 

incorporate the two inputs together: the forced heave 

motion of the body and incident waves, 

simultaneously. The analysis of this two-input case is 

vital in that every input parameter plays its role in 

generating different results: the frequency of the body 

motion and the incident wave, the amplitudes of the 

two inputs, and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waves generated by each input. Therefore, the 

parametric study should be performed in the present 

study with the aim to have the utmost surface 

elevation at the mid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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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histories of free surface elevation adjacent 

to the wave maker for different input wave 

periods.

 

Using the previous results of two separate inputs, the 

free surface elevation recorded at mid chamber is 

plotted over a range of input time periods first, in Fig. 

5. The peaks show the resonance frequency in each 

case i.e., the approximate maximum elevation that can 

be achieved in each case. The resonance frequency for 

forced-heave motion input and incident wave input is 

found to be 1.185 s and 1.205 s, respectively. 

Further optimization for the maximum elevation was 

performed for various phase angles between two 

inputs in Fig. 6. Setting each resonance frequency for 

the forced-heave motion and the incident waves, as 

noted above, the simulation with two inputs to the 

system is performed, which can produce a significant 

enhancement in the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Different phase angle is given to the forced-heave 

motion, ranging from 0-360 degrees with the interval 

of 45 degrees. The result in phase difference of 225
0 

(3.9 radian) is to be optimum for the pres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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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in response to two inputs 

separately; η3= mid-chamber free-surface 

elevation, ηb= heaving amplitude (0.0025 m), 

ηi= incident wave amplitude (0.03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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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in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for phase difference, given to forced-heave 

motion of the body.

From the comparison the effect of the phase 

difference for the present calculation condition is not 

significant for increasing the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because of small heave motions. The 

nonlinear effect of a large forced-heave motion will be 

studied in the next. 

 

 4. Summary and Conclusions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the 



open-chamber-type floating body with two excitations 

(a forced heave motion and incident waves) is studied. 

The numerical modeling incorporating both inputs is 

performed step by step by noting the effect of each 

change and taking measures accordingly.

The viscous damping effect was considered to 

calculate accurate results corresponding to experimental 

data. For the present case, the coefficient is optimized 

by trial and error method which was found to be 

approximately 0.43.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found to be in good agreement. 

The analysis of the two-input case is vital in that 

every input parameter plays its role in generating 

different results: the frequency of the body motion and 

the incident wave, the amplitudes of the two inputs, 

and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the waves generated 

by each input. Therefore, the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in the present study with the aim to have 

the utmost surface elevation at the mid chamber. The 

resonance frequency for forced-heave motion input and 

incident wave input was found to be 1.185 s and 1.205 

s, respectively, in the present calculation condition, 

which can produce a significant enhancement in the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The effect of the phase difference for the present 

calculation condition was not significant for increasing 

the mid-chamber free surface elevation, because of 

small heave motions. The nonlinear effect of a large 

forced-heave motion will be studied in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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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유가와 에너지 소비 증가로 드릴쉽(drillship)의 건조가 활발해 지고 있다. 드릴쉽은 위치와 선수 각을 유지하기위
한 목적으로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또한 시추시 작업 편의성을 위해 선박의 중앙부에 moonpool을 보
유하고 있다. 설계 대상인 드릴쉽은 파도가 상당히 거친 북해용으로서 노르웨이와 바렌츠 해역까지 투입되도록 설계되었다. 드릴
쉽이 거친 해상조건에서 DP 시스템을 통해 위치 및 선수 각을 유지하면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운동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파도
가 거친 북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구조설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DP 시스템으로 유지가 가능한 선수 각 범위 내에서 사
파로 유입되는 측면 green water에 대비한 break water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 moonpool로 인한 
저항증가와 내부의 유동 문제를 설계 전 검토하여 moonpool 유동 억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해용 드릴쉽을 
설계하기 위해서 수행한 운동, 파랑하중 해석, green water 해석 및 모델 테스트 그리고 moonpool 내부 유동에 의한 공진 현상 시
뮬레이션을 소개한다.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 행진이 지속됨에 따라 drillship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고유가와 에너지 소비 확

대로 심해 유전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고 유전 개발 시 관련 참

여 업체들의 손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드릴쉽

(drillship)이란 해상 플랫폼설치가 불가능한 심해지역이나 파도

가 심한 해상에서 원유를 발굴 할 수 있는 선박형태의 시추설비

로, 선박의 기동 성과 심해 시추능력을 겸비한 고부가가치 선박

이다. 파도와 바람이 심한 해상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선박위치와 

선수 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치 제어 시스템인 DP (Dynamic Positioning)가 장착되어 있

는데 황천해역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DP가 요

구된다. 

현재 드릴쉽 투입이 고려되는 지역으로는 멕시코 만등 남미 

심해 소형 유전개발과 노르웨이, 바렌츠 해역을 포함한 북해 등

의 유럽 심해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유전 개발이 꾸준하게 이

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려하고자 하는 드릴쉽은 파도가 상당히 거친 노르웨이 및 

바렌츠 해역을 포함하는 북해용으로서 drilling 작업 중 위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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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선수 각 유지를 위해 DP 시스템을 이용한다. 따라서 북해

용 드릴쉽은 우수한 DP 성능뿐만 아니라 거친 해역에서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파랑중의 운동성능도 우수해야 한다(김문성등 

1998, 1999). 

본 논문은 북해용 드릴쉽의 설계와 건조에 있어서 유체동력학

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파도가 상당

히 거친 북해에서의 작업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운동 성

능을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구조설계와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

다(DNV-OS 2004). 또한 선수 각을 유지하는 북해용 ship- type 

offshore 선박에서 green water 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green water에 대한 해석을 통해 bulwark, break water 

설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김영복등 2006). 

그 이유는 북해의 해상 상태가 거칠고 offshore 선박에서 사용

하는 회전형 Turret의 특징인 weathervaning으로 인하여 선수

부에 파도가 집중되어 선수부 구조물이 Green Water현상에 노

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수 사파로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반사되

는 파도의 합성으로 인해 선측 중앙부에 Green water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Ersdal and Kvitrud, 2000). 마지막

으로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 moonpool 내부 유동에 의한 저항 

증가와 공진에 의한 pumping-up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Park and Kim, 2007).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본 논문에서는 북해용 드릴쉽의 운동해석, 선형 및 비선형 랑

하중 해석, green water 해석, moonpool 공진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선박 및 해역 정보 

대상 선은 북해용 드릴쉽으로서 3차원 형상은 Fig. 1에 주었고 

주요제원은 Table 1에 주었다.

Fig. 1 96K drillship for North sea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Loading condition Survival 100% consumable

Lbp [m] 219.4

Breadth [m] 42.0

Depth [m] 19.0

Draft [m] 12.0

Displacement [MT] 97264.9

GM [m] 5.207

드릴쉽이 투입될 해역은 노르웨이 서쪽 해역을 포함한 북해지

역으로서 전 세계 해역 중에서 상당히 거친 해역중 하나이다. 

북해의 해상조건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실제 드릴쉽이 작업

을 하는 maximum drilling 조건의 유의 파고는 6.7m 이고 시추 

작업은 하지 않고 riser를 stand-by 상태로 연결하고 있는 

maximum operation 조건의 유의 파고는 8.5m이다. Survival 조

건의 파고는 16.0m이다.

Table 2 Environmental condition

Item Parameter Survival
Stand-by

connected
Drilling

Wave

Hs [m] 16.0 8.5

Tp [s]
1.2Tz~1.

5Tz

1.2Tz~1.5

Tz

1.2Tz~1.5

Tz

Wind

(10m, 

1min.)

Speed 

[m/s]
41.0 32.0 27.0

Current

Wind 

generated

[m/s]

0.60 0.25 0.20

운동 응답과 green water 해석을 위한 wave spectrum은 

JONSWAP (gamma=3.3, σA=0.07, σB=0.09)을 이용하였다. 

Drilling, stand-by, survival 해상 조건에 대한 JONSWAP 

spectrum은 Fig. 2에 보여주고 있다.

Fig. 2 JONSWAP spectrums

3. 운동 응답 및 작업 성능

수심과 파고에서 모형 상사조건과 수조시험 조건이 상이한 

것은 운동응답 해석을 위해 3가지 종류(KR-3DPANEL, 

DNV-WADAM, DNV-WASIM)의 3차원 패널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간 운동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KR-3DPANEL과 

DNV-WADAM은 Wave Green 함수를 이용한 주파수 영역 포

텐셜 코드이며 WASIM은 Rankine 소스를 이용한 시간 영역 

포텐셜 코드이다. 드릴쉽은 drilling 작업을 위해 선체 중앙부

에 moonpool이 존재하므로 Fig. 3과 같이 KR-3DPANEL, 

WADAM에서는 moonpool을 고려하였으며 WASIM은 auto- 

mesh로 선체가 형상화됨으로 moonpool 형상 고려가 어렵기 

때문에 moonpool을 고려하지 않았다. Moonpool 형상 고려의 

효과를 보기위해 KR-3DPANEL은 moonpool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 Panel arrangements

작업 중 극심한 운동에 따른 장비의 limitation을 체크하기 위

해 드릴쉽의 heave, pitch 운동응답과 operability를 JONSWAP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Fig. 4, 5에 주었다. Fig. 4는 

heave, pitch RAO를 보여준다. 3개의 프로그램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Heave and pitch RAO

Fig. 5는 survival, stand-by, drilling 해상조건의 유의 파고에 

대한 최대 heave와 pitch를 나타낸다. Fig. 5의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점선은 최대 허용 heave를 나타내며 오른 쪽 그림에서

의 점선은 각각 최대 허용 pitch 4.0도(drilling), 7.0도 

(stand-by)를 보여준다(Martensson 2005). Heave, pitch 운동 

모두 허용 조건 이내에 있으므로 좋은 operability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Fig. 5 Maximum heave and pitch responses

4.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극심한 해상에서 drilling 작업을 하는 드릴쉽의 경우 안전한 

구조강도를 갖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파랑하중 해석을 통한 전

선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얻어진 VBM(수

직 굽힘모멘트)는 Fig. 6에 주었다. 운동해석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운동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VBM 값을 비교하였고 상호 유

사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6 VBM RAOs in Head seas (at midship)

Fig. 7은 North Atlantic wave scatter(DNV-NA)를 이용하여 

계산한 20년 return period를 갖는 long term VBM 값이다. 해

상 스펙트럼으로는 PM 스팩트럼을 사용하였으며 cos2θ 

spreading function을 적용하였다. 세 가지 운동해석 프로그램

이 상호 유사한 결과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형 파랑하

중 해석으로부터 설계파(=VBMlong tem/VBM RAOmax)를 산정하

였고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에 이용하였다. Fig. 8, 9는 WASIM

을 이용한 설계파 중의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의 snap shot

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 해석의 경우 mean water line에 대해

서만 계산을 하지만 비선형 해석의 경우 실제의 water line을 

따라서 계산을 하므로 선형과는 다른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7 Long term VBM value (20 years)

Fig. 8 Linear and non-linear pressure for max. sagging

      condition

Fig. 9 Linear and non-linear pressure for max. hogging

      condition

Table 3은 4가지의 wave 조건에 따른 선형 및 비선형 VBM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 및 비선형 경우 파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hogging과 sagging VBM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8.0m 이상의 wave 조건에서 비선형 sagging이 선형보다 작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른 문헌(Fonseca and Guedes Soares, 1998)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듯이 WASIM에서 선수 상갑판에 발생하는 green water 효



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WASIM은 green water를 고려하기 

위해 breaking dam에 대한 Bernoulli's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Table 3 Linear and non-linear VBM

Wave cond.

[m]

Ration (N-linear/Linear) Ration 

Non-linear

(Sag./Hog.)
Hogging Hogging

3.00 1.03 1.01 0.99

5.00 1.03 1.00 0.98

8.00 1.07 0.98 0.92

11.35 1.04 0.97 0.93

5. 측면 green water 현상 및 방안   

북해용 드릴쉽은 Fig. 10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선수 부분은 

forecastle deck과 bulwark의 높이가 포함되었으며 0번 frame 

부터 103번 frame 까지의 freeboard는 수선면으로 부터 7.0m 이

기에 측면에서 유입되는 파도로부터 green water 발생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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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ngitudinal deck line height above W.L. and breadth  

       from C.L. of drillship

측면에서 유입되 green water 해석을 위해 MARIN GreenLab 

(Buchner 200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GreenLab은 MARIN에 

의한 Green water JIP(Joint Industry Project)의 일부로서 

ship-type offshore 선박을 운영하는 Oil major와 선급, 조선소들

을 중심으로 green water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Drilling, 

stand-by, survival 해상상태에 따른 green water time 

simulation 결과 중 snap shot을 Fig. 11에 주었다. 선박 위 흰색 

판은 deck line을 의미하며 이 흰색 판을 넘는 경우는 green 

water 발생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Snap shot에서도 보여지듯이 파고가 가장 큰 survival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파고가 상대적으로 작은 drilling, stand-by 조건에

서도 측면부 green water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수 사파에서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는 이유는 Fig. 12에

서 보이듯이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회절되는 파도의 합성

에 기인하므로 드릴쉽 선체의 main deck 중앙부에 위치한 

Topside 장비에 Green water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Fig. 11 Green water simulations for drillship in bow         

         quartering seas(150 deg)

Fig. 12 Typical progress wave along the side of the ship     

        (Buchner 2002)

더욱이 본 드릴쉽은 수면으로부터 main-deck 까지의 freeboard 

높이에 비해 100년 주기 설계파의 파고가 높기 때문에 측면 

green water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측 부분의 topside 

장비의 green water로 인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측을 따

라 적정한 break wat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GreenLab 프로

그램을 이용한 적정한 side break water 높이와 분포는 Fig. 13

과 같다. 높이는 3.0m 이고 길이는 선수 forecastle deck 끝단부

에서 선미 쪽으로 약 96.0m 이다.

Fig. 12 Height and longitudinal distribution of side break    

        water

제안된 break water 높이와 길이 방향 분포가 적정한지 검증하

기 위해 모델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모델 테스트는 MARIN에서 

수행하였다. 모델의 축적비(λ)는 1/55이고 선체 중앙부 

moonpool과 azimuth thruster 6기와 양쪽 bilge angle에 bilge 

keel을 장착하였다. Green water height와 pressure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 장비의 위치는 Fig. 14와 같다.



Fig. 14 Location of measuring devices

Long crest irregular wave의 입사 각도는 180deg, 150deg, 

90deg 이다. 단, GreenLab 계산은 프로그램 특성상 150deg에서 

수행하였다. Drilling, stand-by, survival 해상 조건에 대한 

green water 모델 테스트 결과와 해석 결과는 각각 Fig. 15, 16, 

17에 보여준다. 그림에서 빨강색 점선은 upper deck 높이를 나

타내며 초록색 실선은 break water 높이를 나타낸다. 180deg에

서는 upper deck을 넘는 측면 green water는 발생하지 않았으

나 135deg에서는 측면 green water가 발생하고 있다. Break 

water가 설치될 경우 drilling wave 조건에서는 180deg, 135deg 

모두 전 범위 (Rel_1, Rel_2, Rel_3)에서 측면 green water가 억

제되고 stand-by connected 조건의 wave 에서는 180deg의 전 

범위, 135deg의 rel_1 제외하고는 side green water가 발생하지 

않는다. Survival wave 조건에서는 180deg, 135deg 모두 전 범

위 side green water가 억제되고 있다. Fig. 18은 최대 측면 

green water 발생 순간을 보여준다.

Fig. 15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drilling wave condition

Fig. 16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stand-by connected     

        wave condition

Fig. 17 Green water height from W.L. in survival wave condition

모든 해상조건에서 Rel_1 부분의 green water가 큰 이유는 입사되

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반사되는 파도의 합성으로 인해 파도의 

기울기가 steep 해졌고 파도와 드릴쉽의 상대운동이 커졌기 때

문이다. GreenLab의 해석 결과는 비교적 일치하며 실험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드릴쉽에 대한 정확한 loading 조건과 유체

력이 아닌 실험에 기반을 둔 DB 결과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green water 해석에 의해 제안된 측면부 break 

water는 주어진 drilling, stand-by, survival 해상 조건에서 측면

부 green water를 억제하는 데에 유용함을 모델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6. Moonpool 공진 가능성 검토   

드릴쉽과 같이 moonpool이 장착된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은 

Fig. 19에 보이는 바와 같이 moonpool 내 유동의 수직 상승

(Sloshing/Piston mode)과 과대 유동운동에 의해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이는 드릴쉽의 운용성과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illarde and Cotteleer 2004). Transit condition에서는 

moonpool 바닥에서 유체의 유동이 분리되면서 수면이 상승 복잡

해지고 그로인해 유체 유동이 야기된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저항 

증가, surge, heave motion 발생, green water (on deck), 자유표면

위 equipment의 water impact등이 있다. Stationary condition에

서는 선박 운동과 파랑으로 인한 moonpool 내 유동 상승 야기되

고 이로 인해  sloshing, pumping up 현상, green water (on 

deck), water impact가 예상 된다.

- Transit condition -

- Stationary condition -

Fig. 19 Problems in drillship by moonpool



현재 고려하고 있는 moonpool 내부의 water column에 대한 

공진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크게 Faltinsen(1990)에 의한 것과 

Fukuda(1977)에 의해 제시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by Faltinsen                          (1)

  



∙ 

 by Fukuda              (2)

Faltinsen에 의해 제시된 공식에 따라 구하여진 본 moonpool

의 공진 주기는 6.95초로서, Fig. 20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본 

선박의 RAO 계산에서 구하여진 heave나 roll의 peak와는 상

당히 떨어져 있다. 하지만 Fukuda의 공식에 따라 구하여진 공

진 주기는 8.82초로서, roll의 peak와는 상대적으로 먼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heave와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산이나 대책이 필

요하다.

Fig. 20 Moonpool natural period and ship motions

Fig. 21을 통해 표시되어진 stand-by connected wave condition

이 가지는 zero crossing wave period의 범위는 본 선박의 RAO 

계산에서 구하여진 heave의 peak를 포함하고 있고, survival 

wave condition의 범위는 heave의 peak 뿐만 아니라 roll의 

peak와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

요하다. 

Fig. 21 Wave conditions and ship motions

Fukuda는 잔잔한 해상에서 전진속도를 가지는 선박의 

moonpool에서 발생하게 되는 heave mode의 amplitude를 계산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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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러한 방법에서 제시한 무차원화된 산술식을 따라 본 선박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Water height over deck near moonpool

U (m/s) U (knots) Amp. (m)
Over-deck 

height (m)

3.600 7.0 -1.428 -8.423

3.858 7.5 -1.205 -8.200

4.115 8.0 -0.983 -7.978

4.372 8.5 -0.760 -7.755

4.629 9.0 -0.537 -7.532

4.886 9.5 -0.314 -7.309

5.144 10.0 -0.091 -7.086

5.401 10.5 0.130 -6.864

5.658 11.0 0.353 -6.641

5.915 11.5 0.576 -6.418

6.172 12.0 0.799 -6.195

6.430 12.5 1.022 -5.972

6.697 13.0 1.244 -5.750

6.944 13.5 1.467 -5.527

7.201 14.0 1.690 -5.304

7.458 14.5 1.913 -5.081

7.176 15.0 2.136 -4.858

7.973 15.5 2.358 -4.636

8.230 16.0 2.591 -4.413

본 드릴쉽은 선박은 형 깊이가 19.0m로서, 만재흘수 12.0m에서 

여러 개의 전진속도에 따른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amplitude

는 만재흘수 12.0m를 0으로 둔 상황이고 upper deck height는 

19.0m 높이의 갑판을 기준 값 0으로 설정한 상황으로서, 이보다 

낮아지면 (-), 이보다 크면 (+)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본 선박의 이동 시 고려되어야 

할 속도영역인 12.0m/s와 그 주위의 결과 값들은 모두 

over-deck 현상이 일어나기 어려운 수위인 –6.0m 전후에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드릴쉽이 주어진 산술식에 따라

서 moonpool 주위의 over-deck 현상을 예측하게 되면, 정수 중

을 이동할 때에는 moonpool의 내부유동에 의한 갑판의 해수유

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산술식에서 필요한 계수들 중 진동이 시작되어지는 전

진속도를 원래는 실험적으로 구하여야 되나, 본 계산에서는 논

문 결과를 참고로 한 예측되어진 값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내재하고 있다. 

MARIN의 Aalbers(1984)는 파랑 중 고정되어진 선박에 대한 

moonpool 내부의 유체유동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방법은 선박의 운동과 moonpool 내부유동이 고려되

어진 운동방정식으로서, 여러 가지 계수가 사전에 정하여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계수를 정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moonpool 내부 유동을 위한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들 그리고 선박과의 interaction이 고려되어진 added 

mass와 damping coefficient는 Aalbers의 논문에서 밝혀 놓은 

실험치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들에서 유추하였다. 

2) 파 강제력의 진폭은 maximum operation (Stand-by 

connected) 조건인 8.5m와 maximum drilling 조건인 6.7m 두 

가지를 각각 고려하였고, 주파수는 본 선박의 RAO에서 heave 

운동이 최고가 되는 0.6 rad/sec로 주었다. 

3) 선박의 운동은 이같이 주어진 주파수에서의 RAO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정해 주었고, 흘수는 12.0m (형 깊이는 19.0m)가 되

도록 하였다. 

4) 운동방정식은 Euler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시간 간

격은 0.001초로 주어 1000초까지 해 보았으나, sinusoidal 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 수렴하는 구간부터 200초까지 만을 결과

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되어진, Aalbers (1984)가 제시한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 유동에 관한 운동방정식의 

결과는 Fig. 22, 23, 24에 보여주고 있다. 

Fig. 22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Hs=16.0m, 

Heading Angle=90°, 145°, 180°)

Fig. 23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Hs=8.5m, 

Heading Angle=90°, 145°, 180°)

Fig. 24 Wave Elevation & Moonpool Motions (Hs=6.7m, 

Heading Angle=90°, 145°, 180°)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wave elevation은 입사파의 파 진폭을 

의미하고, heave motion은 선박의 heave 운동을, 그리고 

moonpool motion은 moonpool 내부의 유체유동을, 마지막으로 

relative motion은 선박의 heave 운동과 moonpool 내부의 유체 

유동 간의 상대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Fig. 22은 가장 severe한 survival 조건에서의 결과로서, beam 

sea 상태에서 maximum operation (Stand-by connected) 조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를 가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유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갑판까지의 높이인 7.0 m를 훌쩍 넘는 내부 유동이 생

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3의 경우는 maximum operation (Stand-by connected) 조

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를 가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

한 moonpool 내부유동을 나타내어 본 것으로, Fig. 21의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beam sea에서는 갑판까지의 높이인 7.0m를 넘는 

내부 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4의 경우는 maximum drilling 조건의 파고가 공진 주파수

를 가질 경우 선박의 heave 운동에 의한 moonpool 내부유동을 

나타내어 본 것으로, Fig. 2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높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여기서도 beam sea에서 갑판까지의 높

이인 7.0 m를 넘는 내부유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계산에서 사용되어진 운동방정식은 근사적 유추에 의해 각

각의 계수 값들이 정하여진 상태이고 파 강제력과 선체 운동 

사이의 phase 같이 언급 되어지지 않은 모든 운동 조건들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기본적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른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계산 결과 값들 이므로, 선박의 환경 조

건이 moonpool 내부유동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beam sea 상

황을 가진다면 갑판 위로 해수가 솟아오르게 되는 pumping 

up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선박의 선수각을 

DP system을 이용하여 제어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방지대책이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북해용 드릴쉽의 초기 설계 단계 중 유체동력학적 관점에서 검

토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개발된 드릴쉽이 파도가 거친 북

해에서 우수한 작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해석

을 통해 operability limit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북해

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선체 강도를 가지도록 선형 및 비선형 

파랑하중 해석을 통해 선체 구조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Drilling 작업 중 green water 억제를 위한 측면 break water 설계

를 위해 해석과 모델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green water 해석을 위

해서 GreenLab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델 테스트는 네덜란드 

MARIN에서 수행하였다. 선체 중앙부에 위치한  moonpool을 중

심으로 DP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 유지와 선수 각 유지를 하는 



드릴쉽이 선수 사파(oblique sea)를 경험하게 될 때 측면 green 

water로 인한 해수 유입이 drilling, stand-by connected, survival 

wave 조건에서 발생함을 확인 하였다. 측면 green water가 발생

하는  이유는 입사되는 파도와 선체로부터 반사되는 파도의 합

성으로 인해 파도의 기울기가 steep 해진 결과이다. 또한 green 

water 현상은 최대 파고와 주기를 갖는 해상뿐만 아니라 파고와 주

기의 관계에 따라 작업 중인 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해석에 의해 break water의 적정한 높이와 길이방향 분포를 결

정하였고 모델테스트를 통해 측면부 green water가 설계된 

break water에 의해 상당부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oonpool의 존재로 인해 moonpool 내부 유동과 선박 운동과

의 공진 여부를 두 가지의 계산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정수중 

운항상태에서 moonpool 내부 유동의 수면 상승 여부를 검토하

였다. 혼합된 moonpool의 내부 유동 방정식과 선박 운동방식을 

해석하여 해상 상태와 입사각에 따른 내부 유동의 pumping-up 

현상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러한 pumping-up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moonpool 내부의 유동을 억제하는 특별한 장

치가 요구된다(Park and Ki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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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론 환경에서 부이에 연결된 라이 의 안 성을 한 무어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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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PSO는 부유식 원유생산설비에 한 세계수요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며 특히 해양 유 의 개발 추세가 천해에서 심
해로 바 면서 FPSO의 필요성은 두되었다. FPSO 터렛(turret)은 치에 따라 internal turret과 external turr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리고 극한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FPSO의 service life까지 터렛과 무어링의 연결이 유지되는 permanent turret과 극한 해양 환경에서 무
어링과 라이 의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 할 수 있는 disconnectable turret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싸이클론과 같은 극한 해
양환경에서 FPSO와 분리된 후 스 이더 부이에 연결된 라이 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무어링 설계 방법에 연구하 다. 비싸이클

론 해양환경에서 FPSO와 연결된 라이 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무어링 설계를 하고 FPSO의 흘수(밸러스트 상태와 풀 밸러스트 상
태)에 따른 라이 의 동 해석 후 싸이클론 해양환경에서 FPSO와 분리된 스 이더 부이가 안 한 치에서 운동하는지를 확인하 다. 

1. 서    론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s)

는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옵션이 

되어 왔다. 이러한 FPSO의 등장으로 생산만이 가능토록 제작된 

랫폼의 개념과 수심에 한 제약이 사라졌다. 한 1980년  

후반에 등장한 disconnectable FPSO는 허리 인 는 큰 빙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일시 으로 생산을 단 후 안 한 곳으로 

피 후 다시 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하 다.

호주의 북서부 지역은 일 년  싸이클론의 발생이 약 3개월

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 특정 유  지역에 싸이클론의 근은 

일 년에 한 두 번이 되지 않는다. 이 기간 외에는 마일드한 해양

환경이 지속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DTM(Disconnectable 

Turret Mooring) system을 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는 DTM system의 용에 따른 마일드한 해양환

경에서 안 인 무어링 설계방법과 싸이클론 해양환경에서 

spider buoy만 운동하는 상태에서의 무어링이 설계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

 

노유호: 인천 역시 남구 용 동 253 인하 학교

                           032-860-7342  aes102@hanmail.net  

2. 환경하  

2.1 해석환경 

본 논문의 해석 해양환경은 Fig. 1에 보이는 호주 북서부에 

치한 Stybarrow Field이다. 이 지역은 많은 가스 매장량을 가지

고 있으며 일 년   여름의 싸이클론 환경을 제외하면은 마

일드한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다. 싸이클론의 진행방향은 Fig. 1

에 나타난 것처럼 측이 불가능하며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2~3주 동안 진행된다. 

Fig. 1 Stybarrow Field in Australia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ype

Wave Data

  (m)
  

(m)
  (s)   (s)

1yr cyclone 8.2 13.5 10.4 8.6

10yr cyclone 13 20.9 13.5 11.1

100yr cyclone 15.8 24.9 15.4 12.2

1yr non-cyclone 2.7 4.5 6.6 5.5

10yr non-cyclone 5.7 8.5 8.8 7.3

100yr non-cyclone 7.3 12.3 10.4 8.6

Type

Wind data Current data

Speed 
(m/s)

Directi
on

Speed 
(m/s)

Directi
on

1yr cyclone 35.7 - 1.72 -

10yr cyclone 55.4 - 2.32 -

100yr cyclone 65.9 - 2.75 -

1yr non-cyclone 21.9 - 0.57 -

10yr non-cyclone 29.8 - 0.85 -

100yr non-cyclone 33.7 - 1.1 -

Table 1 Stybarrow field environmental conditions

본 해석을 해서 해양환경을 싸이클론 해양환경과 비싸이클

론 해양환경으로 구분을 하 다. 싸이클론 해양환경의 데이터는 

논문과 자료를 통해서 100년 주기의 싸이클론 해양환경을 선택

하 다(Duggal A 등, 2007).

Table 1은 Stybarrow field의 환경 데이터를 1년에서 100년 주

기별 싸이클론 환경과 비싸이클론 환경을 정리하 다(Yang 등, 

2010).

2.2 Wind coefficient

FPSO의 모델링 과정에서 상부구조물을 제외하고 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부구조물에 한 wind force를 나타내기 

하여 FPSO의 방향에 따라서 wind coefficient를 구하 다. 

Fig. 2는 FPSO의 상부구조물의 설계 도면이며 Table 2는 상부구

조물의 로젝트 면 을 나타내었다.

Fig. 2 FPSO의 상부구조물

No. Area 면  (m2) No. Area 면  (m2)

A1 2674.7 A9 188.46

A2 303.63 A10 431.74

A3 303.63 A11 15.75

A4 303.63 A12 1160

A5 303.63 A13 454.14

A6 303.63 A14 7005.1

A7 303.63 A15 1287.5

A8 303.63

Table 2 상부구조물의 로젝트 면  

Fig. 3 Mooring & Riser view at horizontal projection

2.3 무어링  라이

무어링 설계는 기본 으로 Chain-wire-Chain으로 구성된 

3×4 라인를 사용하 다. 이 무어링 설계 방법은 Santos 

Mutineer - Exeter disconnectable FPSO에서 이미 사용되었다

(Duggal A, 2007). 본 설계에서 용된 사양은 여러 크기의 

R4-RQ4 studless chain이다.

무어링 라인의 안 성 계수는 ABS에 나온 Factor of Safety 

for Anchoring lines를 따라서 비손상 상태에서 정  해석 결

과의 안 성 계수는 2, 그리고 동  해석 결과의 안 성 계수

는 1.67의 값을 사용하 다. (ABS, 1998)

라이 는 production riser, water injection riser 그리고 

Electro-Hydraulic Umbilical(EHU)이 사용되었다. production 

riser는 각 12인치 4개, Water injection riser는 각 9인치 2개 

그리고 EHU는 1개의 라이 가 사용되었다. Produciont riser의 

내부 유체는 crude oil을 용하 고 물에 한 비 은 0.94이

다. Water injection riser의 내부 유체는 sea water를 용하

고 물에 한 비 은 1.025이다. Fig. 3은 무어링 라인과 라이

의 배치도이다. 란색을 무어링 라인을 그리고 빨간색은 라

이  라인을 보인다.

2.4 FPSO

해석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FPSO  spider 부이의 데이

터는 기  모델을 바탕으로 설계하 다. 기  FPSO는 South 

China Sea에서 재 운용 인 Nanhai Endeavour FPSO이다. 

기 선의 주요목과 설계선의 주요목을 바탕으로 설계된 FPSO

는 Fig. 4와 Table 3과 같다.

Fig. 4 FPSO by GeniE



Hull Weight Calculation

Existing Ship Design Ship

Length 245 m Length 333 m

Breadth 45 m Breadth 58 m

Depth 27 m Depth 30.4 m

Lightship 42425 mt

Transverse Bulkheads 10

Longitudinal Bulkheads 4

Deck and Keel Bulkheads 2

Steel Area 96753 

Scal ratio 1.87

Scale LightShip 79526 mt

Topside and Misc. Weight 30780 mt

Scale Steel Weight 48746 mt

Table 3 Hull Weight calculation

3. 해석 이스

이 까지의 계류해석 연구는 부분이 정박된 선박의 계류 

운동 분석(정 식, 2002) 이나 태풍시의 FPSO 안벽계류해석

(Na 등, 2004)처럼 부두에 계류된 vessel의 연구에 치 되어왔

다. 본 논문에서는 DTM 시스템의 용 성을 단하기 하여 

calm 환경에서의 라이 의 안 성 확보를 한 무어링를 

loading condition과 wave, wind의 방향에 따라 해석을 하

다. 한 라이 의 경우에는 crude oil과 sea water와 같은 내

부 유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 다.

싸이클론 해양환경에서는 무어링 는 라이 의 안 성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해서 calm 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해

석을 하 지만 wave, current 그리고 wind의 경우에는 100년 

주기의 싸이클론 값을 사용하 다. 마지막으로 스 이더 부이

의 해석의 경우에는 싸이클론 해양환경에서 수심 30m에 치

한 부이를 해석하 다. 이 경우에는 라이 는 내부 유체가 존

재한 경우만을 고려하 다. 

해석환경은 calm환경의 경우에는 100년 주기의 non-cyclone 

해양환경을 사용하 고, cyclone 환경의 경우에는 100년 주기

의 cyclone 해양환경을 사용하 다. wave는 JONSWAP 3 

spectrum를 사용하 고 wind는 기  높이 10m, NPD profile

를 사용하 다. Current profile은 수심을 4구간으로 나 어서 

수면에서 최고 속도가 나타나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속도가 

어들도록 설정하 다.

Loading 

Condition

Internal 

Fluid

Current 

Dir
Wind dir Wave dir

20 % 

Loading 

Condition

Empty

211˚

0˚ 0˚

90˚ 90˚

180˚ 180˚

270˚ 270˚

Filled

0˚ 0˚

90˚ 90˚

180˚ 180˚

270˚ 270˚

Full 

Loading 

Condition

Empty

0˚ 0˚

90˚ 90˚

180˚ 180˚

270˚ 270˚

Filled

0˚ 0˚

90˚ 90˚

180˚ 180˚

270˚ 270˚

Table 4 Analysis load case 

4. 결과  해석

무어링 라인의 안 성 평가는 ABS의 factor of safety for 

anchoring lines를 참조하 다. 라이 의 경우에는 라이  종류

별 breaking load에 안 계수 2를 용하여 안 성 평가를 하

다.

Table 5 ~10은 싸이클론 해양환경에서 FPSO의 존재 유무에 

따른 무어링 라인 그리고 라이  정 , 동  해석 결과  안

계수 그리고 안 성 단을 한 결과를 보여 다. 안 계수는 

입사각별 최댓값이 나오는 무어링 라인을 기 으로 정  기  

텐션과 동  기  텐션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따라서 안 계

수가 정  해석의 결과는 2.0 이상 그리고 동 해석의 결과는 

1.67 이상의 경우 안 하다고 단하 다.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Mooring1 Mooring4 Mooring7

Mooring

10
S.F 비고

Empty

0
Static 6676.98 6412.82 5515.91 5745.38 2.86 안전

Dynamic 8065.27 8131.83 7097.78 6899.7 2.35 안전

90
Static 6744.71 6399.84 5528.88 5821.29 2.83 안전

Dynamic 9151.82 8074.67 7034.74 7112.59 2.09 안전

180
Static 6906.48 6204.11 5306.07 5926.14 2.76 안전

Dynamic 7885.99 7503.95 6401.08 6850.14 2.42 안전

270
Static 6751.73 6273.39 5889.44 6423.89 2.83 안전

Dynamic 7717.61 7027.42 7118.66 8337.73 2.29 안전

Filled

0
Static 6679.96 6371.42 5509.73 5777.84 2.86 안전

Dynamic 8048.79 8092.79 7100.98 6922.11 2.36 안전

90
Static 6745.89 6361.32 5524.05 5852.27 2.83 안전

Dynamic 9135.79 8022.42 7015.28 7132.32 2.09 안전

180
Static 6904.03 6174.51 5304.87 5953.01 2.76 안전

Dynamic 6188.99 5032.25 6832.34 7852.17 2.43 안전

270
Static 6757.03 6255.93 5879.37 6436.21 2.83 안전

Dynamic 7702.28 7027.99 7115.74 8325.3 2.48 안전

Table 5 FPSO와 연결된 무어링 라인 안 성 평가 결과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Prod_1 Prod_2 Prod_3 Prod_4 S.F 비고

Empty

0
Static 1431.67 1093.34 1469.13 1020.15 4.97 안전

Dynamic 1928.22 1341.39 2092.14 1144.48 3.49 안전

90
Static 1449.84 1094.65 1463.72 1020.14 4.99 안전

Dynamic 2499.11 1570.69 1933.87 1181.66 2.92 안전

180
Static 1481.7 1089.93 1435.9 1022.15 4.93 안전

Dynamic 1884.39 1269.5 1797.76 1110.51 3.88 안전

270
Static 1535.9 1073.21 1435.81 1038.65 4.76 안전

Dynamic 2677.57 1170.37 1698.73 1208.31 2.73 안전

Filled

0
Static 1912.86 1249.87 2084.4 1018.23 3.50 안전

Dynamic 2903.93 1713.79 3094.41 1564.14 2.36 안전

90
Static 1936.63 1253.74 2072.47 1018.26 3.52 안전

Dynamic 4253.49 2570.37 3610.99 1625.91 1.72 불안전

180
Static 1977.28 1241.17 2009.41 1022.78 3.63 안전

Dynamic 3039.52 1894.54 3060.2 1425.6 2.39 안전

270
Static 2047.5 1199.13 2010.79 1063.47 3.57 안전

Dynamic 4291.04 1675.62 2797.69 1642.41 1.70 불안전

Table 6 FPSO와 연결된 production riser 안 성 평가 결과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Water_1 Water_2 S.F EHU S.F 비고

Empty

0
Static 671.634 620.736 4.97 188.428 10.81 안전

Dynamic 866.194 737.244 3.86 352.664 5.78 안전

90
Static 675.599 615.882 4.94 189.114 10.77 안전

Dynamic 1363.99 2447.45 1.36 401.139 5.08 불안전

180
Static 682.664 590.77 4.89 186.52 10.92 안전

Dynamic 813.769 1977.48 1.69 271.516 7.50 불안전

270
Static 674.742 608.104 4.95 195.711 10.41 안전

Dynamic 885.588 2062.69 1.62 369.602 5.51 불안전

Filled

0
Static 571.394 980.608 3.41 188.527 10.8 안전

Dynamic 763.301 1093.33 3.05 354.318 5.75 안전

90
Static 574.575 973.901 3.43 189.01 10.78 안전

Dynamic 972.383 3007.41 1.11 403.127 5.05 불안전

180
Static 580.194 937.266 3.56 186.628 10.91 안전

Dynamic 719.48 2583.14 1.29 272.09 7.49 불안전

270
Static 574.043 964.072 3.46 195.617 10.41 안전

Dynamic 746.948 2737.5 1.22 369 5.52 불안전

Table 7 FPSO와 연결된 water & EHU riser 안 성 평가 결과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Mooring1 Mooring4 Mooring7

Mooring

10
S.F 비고

Filled

0
Static 4429.66 4356.45  4282.03  4381.46  4.31 안전

Dynamic 4469.66  5207.05 5552.22 4845.86 3.44 안전

90
Static 4032.91  3737.27 3719.75 4007.85 4.73 안전

Dynamic 4971.20  4103.64 4132.79 4659.34 3.84 안전

180
Static 3810.08  3646.17 3570.40 3724.41 5.01 안전

Dynamic 5031.22  3802.38 3727.07 4316.44 3.79 안전

270
Static 4763.87  4329.94 3964.84 4404.05 4.01 안전

Dynamic 5293.38  4613.46 4233.00 4847.05 3.61 안전

Table 8 부이에만 연결된 무어링 라인 안 성 평가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Prod_1 Prod_2 Prod_3 Prod_4 S.F 비고

Filled

0
Static 1281.57 797.31  1383.07  749.96  5.28 안전

Dynamic 1470.78  937.96 1756.31 1083.52 4.16 안전

90
Static 1217.68  791.09 1344.48 745.37 5.43 안전

Dynamic 1504.54  929.48 1615.46 873.33 4.52 안전

180
Static 1171.65  788.30 1357.70 743.84 5.38 안전

Dynamic 1522.84  896.62 1508.58 830.09 4.80 안전

270
Static 1326.69  809.09 1344.15 743.00 5.43 안전

Dynamic 1578.49  951.61 1548.02 852.17 4.63 안전

Table 9 부이에만 연결된 production riser 안 성 평가

Internal 

Fluid
Wave Wind Analysis Water_1 Water_2 S.F EHU S.F 비고

Filled

0
Static 396.30 605.54  5.52 133.24 15.29 안전

Dynamic 407.66  835.60 4.0 231.20  8.81 안전

90
Static 396.18  602.39 5.54 130.01  15.67 안전

Dynamic 418.64  714.21 4.68 139.40  14.61 안전

180
Static 393.32  603.37 5.54 128.32  15.87 안전

Dynamic 423.01  656.75 5.09 132.60  15.36 안전

270
Static 401.95  602.45 5.54 130.79  15.57 안전

Dynamic 419.55  668.09 5.0 139.80  14.57 안전

Table 10 부이에만 연결된 water & EHU riser 안 성 평가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싸이클론과 같은 해양환경에서 FPSO와 분리

된 후 스 이더 부이에 연결된 라이 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무어링 라인의 설계 방법을 연구하 다. 본 논문을 통해

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 할 수 있다.

SESAM 로그램을 이용하여 FPSO buoy에 연결된 무어링 

 라이 의 안 성 해석을 한 로세스를 구축하 다. 무어

링 라인의 설계의 가장 요한 은 FPSO 는 buoy의 허용 

반경 안에서 운동이 가능  하는 touch down point의 길이의 

설정  무어링 라인의 D의 선택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라이 의 경우 내부 유체의 존재 여부를 기 으로 나 어서 

해석을 하 으며 그 결과 내부 유체가 존재 할 때 보다 큰 텐

션 값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러 개의 라이

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라이 는 해양환경의 방향에 하여 

텐션 값의 향을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라이

의 해석을 해서 각 라이 의 큰 텐션 값을 발생시키는 환경 

하 의 방향의 해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라이 의 안 성을 해 설계된 무어링이 

싸이클론 해양환경상태에서 부이에 연결된 라이 의 동  해

석을 통해 안 성이 확인이 되면 국내 터렛 기술 개발에 석

이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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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해저로봇 'Crabster'에 작용하는 조류하중 산정 및 유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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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Analysis around a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Crabster' to Evaluate Current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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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Underwater robot, Crabster, Numerical simulation, Hydrodynamic force, Current, Navier-Stokes equation

ABSTRACT: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current loads acting on a multi-legged 
underwater robot 'Crabster' with a variety of incident angles using ANSYS-CFX package.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were solved to simulate the fluid flow around the Crabster to calculate forces and moments induced by incoming current with 

angles. In the first, for the assessment of posture stability of the body, forces and moments were calculated with various incident angles 
when the current act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In the next, two leg forms (box and foil types) were evaluated for the 
comparison of the hydrodynamic force variation. Finally, the current forces and moments acting on the Crabster body with the legs 

attached were estimated.

1. 서    론 

지상자원의 고갈 등으로 말미암아 심해자원의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커지고 있다. 심해자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관점에서 

심해탐사와 심해자원의 추출 그리고 환경보호와 같은 넓은 영역

에서 해저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해저 로봇의 활용이 

확대됨으로 인해 다양한 심해 조건에서 해저 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정은 필수적이며 해저 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 산정 

및 유동해석은 로봇의 추진력 또는 조정성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Zedan과 Dalton(1979)은 서로 다른 축대칭 형상에 대하여 투

영면적을 기준으로 항력의 특성들을 비교하였으며, Sayer(1996)

는 예인수조에서 다양한 깊이에 침수된 Remotely Operated  

Vehicle(ROV)과 박스형상에 작용하는 항력 및 부가질량계수를 

측정하였다. Jagadeesh(2009)는 다양한 피치각(~ )과 속도

(0.4m/s ~ 1.4m/s)에서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 선체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측정하였으며 

ANSYS Fluent를 이용한 CFD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실

험에 의한 값들은 다양한 형상의 해저로봇에 작용하는 유체역학

적인 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적용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교신저자 김우전: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061-450-2766 kimwujoan@mokpo.ac.kr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학자들

을 통해 해저환경에서 유체역학적 계수를 얻기 위한 CFD적용

을 위하여 축대칭 형상에 대한 난류모델, 경계조건, 격자 생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Patel and Chen, 1986; Choi and 

Ching, 1991; Jagadeesh and Murali, 2006) 

본 연구에서는 조류가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다양한 입사

각으로 작용할 때, 다관절 해저로봇인 Crabster가 받는 유체하

중 및 모멘트 산정을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먼저 

Crabster의 몸체에 조류가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대하여 입사각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 산정을 위한 수치계

산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foil-type과 box-type 두 종류의 다리

에 대하여 형상에 따른 유체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동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몸체와 각각의 다리가 결합한 상

태에서 유체하중과 모멘트 산정을 수행하였다. 

2. 다관절 해저로봇 ‘Crabster'

대부분 해저 로봇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펠러를 

사용해왔다. 해저 로봇에 장착된 프로펠러는 오랜 시간 동안 해

저 로봇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러

나 우리나라 서해안은 높은 속도의 조류 때문에 프로펠러식 해

저로봇의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해양연구원(KORDI)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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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환경에 적합한 신개념 해저로봇인 ‘Crabster' 개발에 착수하

였다. 다관절 해저로봇은 프로펠러식이 아닌 보행식 로봇으로서 

조류 중에서 이동과 자세 고정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발 중에 있는 다관절 해저로봇은 게 또는 바닷가재와 유사

한 개념을 가진 로봇으로서 Crabster라고 명명되었다. Crabster

는 Fig.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저에서는 마치 바닷가재처럼 기

어 다니며 작업을 수행하고 꽃게처럼 유영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심해용과 천해용으로 두 종류가 설계될 것이다. 우선 

1 단계로 해저 200m까지 투입될 수 있으며 강한 조류환경을 이

기고 작업이 가능한 CR200를 개발할 예정이며, 2 단계로 해저 

6,000m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CR6000가 개발될 예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주로 CR200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

였다. 

 

Fig. 1 The concept of 'Crabster' similar to a flying crab 

and a walking lobster. 

CR200의 제원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은 해저 환경에서 작

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CR200의 제원 

및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tems Sub items Specifications

Dimension

Length 2.2 m

Width 1 m

Height 1.1 m

Max. weight 300 kg
(including payload)

Number of legs

Walking legs 4 legs with 4DOF

Legs with 
manipulator 2 legs with 6DOF

Max. 
specifications

Walking speed 0.5 m/s 

Operating depth 200 m

Enduring speed 
of current 2 knots

Table. 1 Specification of CR200

3. 수치해석을 위한 형상모델 및 계산조건

3.1 Numerical method

본 연구에서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에 

기반을 둔 ANSYS-CFX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ANSYS-CFX는 CR200 주위의 유동해석을 위하여 난류 유동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포함한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을 풀게 된다. RANS 

방정식은 직교좌표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1)

∂
∂

∂
∂

∂
∂
∂
∂

                     (2)

여기서,   는 각 좌표축     방향의 평균 

속도 성분을 는 점성과 난류에 의한 유효 응력(effective 

stress)을 나타내며, t는 시간 그리고 p는 압력이다. 유효응력은 

Boussinesq의 등방성 와 점성 모형(isotropic eddy viscosity 

mode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는 난류의 운동 에너지이고 는 난류 와점성(turbulent eddy 

viscosity) 와 유체의 운동학적 점성계수 를 더한 유효 점성 

계수 (effective viscous coefficient)로서 다음과 같이 무차원화

하여 쓸 수 있다. 

   


                                         (4)

CR200 주 에서 일어나는 역 압력 구배에 의한 유동 박리 

상을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난류모델은 를 기

반으로 한 Shear-Stress-Transport(SST) 모델을 사용하였다.

3.2 좌표계 및 형상모델

수치계산을 위한 CR200의 몸체 및 foil-type 과 box-type 다

리형상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제공한 파일에 근거하였다. 유동

해석을 위한 격자생성은 ANSYS-ICEM CFD를 사용하였으며 

비정렬격자 구조(unstructured grid system)를 기반으로 격자를 

생성하였다. CR200에 대한 유동해석은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속도 5knots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몸체와 다리에 대한 Reynolds number의 범

위는 ×   × 이다. 유동 방향에 따른 유체

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도메인은 36각형으로 구성하

였다. CR200 주위 유동의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 몸

체 및 다리 주위에 프리즘 격자를 배치하였다. 첫 번째 격

자점의 위치는 Reynolds 수에 근거하여 Y+는 100~200 정

도에 맞추었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CR200의 몸체와 두 종류

의 다리에 대한 형상 및 격자계를 각각 Fig. 2, Fig. 3 그리고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2 Geometry and mesh topology of the CR200 body

Fig. 3 Geometry and mesh topology of the foil(left) and 

box(right) type legs

Fig. 4 Geometry and mesh topology of the CR200 

body with the legs attached

Fig. 5 Coordinate system for numerical simulation

유동해석을 한 좌표계로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하 으며 좌

표축은 형상모델을 기 으로 결정하 다. 정확한 유체하   

모멘트를 결정하기 해서는 형상모델의 무게 심을 원 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재까지 CR200의 무게 심이 결정되지 

않은 계로 CR200의 몸체를 하여 x, y, z축 길이 방향의 

간지 이 교차하는 곳을 원 으로 정의하 다. 다리는 몸체와 

결합하는 곳을 원 으로 정의하 다. 형상모델에 한 좌표계 

 원 은 각각 Fig. 5에 나타내었다. 

3.3 경계조건의 정의

유동 방향에 따른 CR200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

트를 산정하기 위하여 36각형으로 구성된 유동장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먼저, 입구의 경계조건으로써 입사각에 

따른 유동 방향을 정의하기 위하여 속도를 직접 정의해 주는 

Cartesian Velocity component를 사용하였다. 

 ×                                         (5)

 ×                                          (6)

                                                (7)

 

 여기서, 는 조류의 속도, u, v, w는 각각의 성분별 속

도를 그리고 는 유동의 입사각을 나타낸다. 유동의 하류 

방향에는 outlet 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유동장의 z-방

향 원방에는 symmetry 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해저 로

봇의 몸체 및 다리 표면에는 벽함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inlet과 outlet 사이의 입사류와 평행한 측벽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free-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해석

4.1 Problem description

CR200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하여 

총 6개의 case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조류의 속도가 

5knots일 때, 실물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먼저, CR200의 몸체에 대하여 조류가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으로 작용할 때 조류의 입사각에 따른 유체 하중 및 모멘트 

변화를 계산하였다. 몸체를 고정한 후 유동 방향에 따라 전체 

도메인을 몸체에 수직 또는 수평이 되도록 회전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7과 Fig. 8은 조류의 유동 방향에 따른 CR200

의 몸체에 작용하는 조류 입사각의 정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두 개의 다리형상(foil and box)에 대하여 각각 조

류의 입사각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계산 후 비교하였다. 유

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며 Fig. 9는 조류 입사각의 정의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CR200의 몸체와 다리가 결합한 상태에서 각각의 

다리형상에 따른 유체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합한 상태에 

대한 조류 입사각의 정의는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7 Definition of the incident angle for vertical flow 

(X-Z plane view) into Crabster body

Fig. 8 Definition of the incident angle for horizontal 

flow (X-Y plane view) into Crabster body

Fig. 9 Definition of the current incident angle for legs 

(X-Y plane view)

Fig. 10 Definition of the current incident angle for Crabster 

(X-Y plane view)

4.2 CR200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

먼저, CR200의 몸체에 조류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할 때 유

체하중과 모멘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조

류의 입사각, 세로축은 축 방향 힘 또는 모멘트를 속도의 제곱

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무차원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영면

적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계산의 경우에는 각 방향별

로 투영면적이 각각 달라서 의미 있는 면적의 선택이 불분명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된 힘과 모멘트를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도시하였다. 실제 조류의 속도에서 조류하중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값에 속도의 제곱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도록 하였다. 속도의 차이에 따른 Reynolds number의 변화

로 인한 차이는 유동박리가 심한 복잡한 물체에서는 그리 심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속도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검토할 예정이다.

Fig. 11은 입사각에 따른 축 방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1을 살펴보면 유동 방향이 회전하면서 y축 방향 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x와 z축 방향 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에는 x와 z축 방향 합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Fig. 13은 수직 유동에 대한 CR200 몸

체가 받는 모멘트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3을 살펴보면 x, z 

축 모멘트의 변화는 매우 미미하지만, y 축 모멘트는 입사각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y 축 양의 방향 

모멘트는 CR200의 앞부분이 올라감을 나타내며 음의 방향 모

멘트는 앞부분이 내려감을 의미한다. 

축 방향 힘과 모멘트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류의 수직 유동

에 따른 CR200 몸체의 자세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은 z 축 방향 힘과 y 축 방향 모멘트임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힘과 모멘트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부

분은 CR200의 앞, 뒤를 기준으로 ± 근처에서 나타난다. 

앞, 뒷부분을 기준으로 ±에 대하여 선형 근사(linear 

fitting)를 통해 입사각()을 독립 변수로 하는 유체력 계수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z 축 방향 힘() 변화에 

의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8)


 ∼                (9)

y 축 방향 모멘트() 변화에 의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0)


  ∼             

(11)

여기서, 는 입사각을 나타내며 위 방정식을 통하여 얻어진 

기울기는 수직 유동에 대하여 CR200의 자세변화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로써 각도에 따른 힘 또는 모멘트를 추정할 수 있

다. Fig. 14는 입사각이 0도, 90도, 180도, 270도일 때 CR200 

몸체에 작용하는 압력 contour 및 유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12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13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Vertical direction flow)

Fig. 14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body (Vertical direction flow)

다음으로 CR200의 몸체에 조류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입사각에 따른 축 방향 힘과 모멘트의 변화를 Fig. 15~Fig. 17에 

나타내었다. Fig. 15에서 조류 입사각에 따른 z 축 방향 힘을 살

펴보면 다리를 접기 위한 측면 형상 공간으로 인해 90도와 270

도 부분에서 가장 큰 힘이 나타나며  CR200 몸체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직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에서는 

수평 유동에 대하여 조류 입사각에 따른 CR200에 작용하는 x와 

y방향 합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Fig. 17은 수평 방향 유동에 대

하여 입사각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Fig. 17을 살

펴보면 유동이 CR200을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x, y축 모멘트보다 z축 모멘트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여기서, z축 양의 방향 모멘트는 CR200을 위에서 바라보았

을 때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을 음의 방향 모멘트는 시계방향으

로 회전함을 의미한다. Fig. 18에는 입사각이 0도, 90도, 180도, 

270 일 때 CR200이 받는 압력 contour 및 유선을 보여주고 있

다. 

Fig. 15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6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7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Horizontal direction flow)

Fig. 18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body (Horizontal direction flow)

4.3 CR200의 다리 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력 비교 

다음으로 CR200 다리형상 변화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19는 조류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입사각에 따른 축 방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Foil-type 다리는 

실선, box-type 다리는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Fig. 19를 살펴보

면 x 축 방향 힘은 box-type 다리보다 foil-type 다리의 정면도 

면적이 더 넓어서 foil-type 다리에 작용하는 힘이 box-type 다

리에 작용하는 힘보다 좀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

만 y 축 방향의 힘 변화를 살펴보면 foil-type 다리가 더 작은 힘

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oil 형상에 인해 유동 박리 영역

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힘의 변화로 보인다. 

Fig. 20에서는 x, y 방향 합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20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foil-type 다리가 box-type 다리보다 더 작

은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입사각이 90도와 270도에서는 

날렵한 형상을 한 foil-type 다리가 box-type 다리보다 훨씬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9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wo type legs (foil and box)

Fig. 20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wo type legs (foil and box)



Fig. 21 Moments with the incident angles for two 

type legs (foil and box)

(a) 0° (b) 90°

(c) 180° (d) 270°

Fig. 22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wo type legs (foil and box)

Fig. 21에서는 입사각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Fig. 21을 살펴보면 x, z 축 모멘트는 별 차이가 없으나 y 축 모

멘트에서 foil-type 다리가 훨씬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R200의 다리형상에 따른 축 방향 힘 또는 모멘트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box-type 다리보다 foil-type 다리에 작용하

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는 조류 입사각이 0도, 90도, 180도, 270일 때 두 종류의 다리 

형상에 따른 압력 contour 및 유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4.4 몸체와 각각의 다리가 결합되었을 때 CR200에 작용

하는 유체하중 및 모멘트 비교

마지막으로 수평 방향 유동에 대하여 CR200 몸체와 다리가 

결합한 상태에서 조류 입사각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의 변

화를 비교하였다. 

Fig. 23은 조류 입사각에 따른 CR200에 작용하는 축 방향 힘

의 변화에 대해 비교하였다. Fig. 23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foil-type 다리와 결합한 CR200이 box-type 다리보다 더 작은 힘

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4는 x, y 축 방향 합력을 나타내었으며 여기서도 마찬가

지로 foil-type 다리와 결합한 CR200이 box-type 다리가 결합하

였을 때보다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5에서는 수평 유동에 대하여 CR200 몸체에 작용하는 모

멘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다리 형상과 결합한 

CR200에 작용하는 조류입사각에 따른 모멘트의 변화를 비교했

을 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6은 조류 입사각이 0도, 90도, 180도, 270도일 때 각각의 

다리와 결합한 CR200에 작용하는 압력 contour 및 유선의 변화

를 비교하였다. 

Fig. 23 Axial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he CR200 body with the legs attached

Fig. 24 Resultant forc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he CR200 body with the legs 

attached



Fig. 25 Moment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he 

CR200 body with the legs attached

(a) 0° (b) 90°

(c) 180° (d) 270°

Fig. 26 Pressure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varying incident 

angles for the CR200 body with the legs attached 

5.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천해용 다관절 해저 로봇

인 CR200에 작용하는 조류의 유동 방향 및 입사각에 따른 유

체하중 및 모멘트 변화를 추정하였다. 먼저 CR200 몸체에 조

류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입사각에 따른 유체

하중 및 모멘트를 산정하였으며, 조류 중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세 제어의 입력 자료인 입사각에 따른 유체력 변화 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두 종류의 다리형상(foil-type, box-type)에 

작용하는 조류 입사각에 따른 유체 하중 및 모멘트 변화를 비

교하였다. 전체적으로 foil-type 다리가 box-type 다리보다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R200의 몸체

에 두 종류의 다리가 결합하였을 때 입사각에 따른 유체하중 

및 모멘트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foil-type 다리와 결합한 

CR200이 더 작은 힘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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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characteristics of marine forest reef by shape and arrangement examine the numerical experiments using a CFD 
with Flow-3D program based on the field flow observation. As a result,s the wake distributions and flow patterns around marine forest 
reef show well the results of hydraulic experiments affect to the shape and arrangement of artificial and marine forest reef.

1. 서    론 

  연안 생태계에서 해조장은 계의 주요한 일차 생산자로서 물

질순환의 중심을 이루며, 치어들의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여기서 자란 치어들은 다시 산란을 하는 산란장의 역할도 하

고 있어, 수생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과 항만공사 등의 무분별한 연안 개발 및 하천으

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에서는 원

인이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채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해조류가 점점 소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멸될 해조장을 자연 재생의 관점에

서 접근하여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바다숲이라 함은 앞서 정의

된 해조장 중에서도 감태와 곰피 같은 암초성 다년생 대형 갈

조군락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는 해역을 말한다. 따라서,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중림 어초의 안정과 대상 해조

의 착생 및 서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사전에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바다숲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목적으로 하는 기간까지 원활

히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

정인 적지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기존 

연구로 정칠훈 등(2007)은 어초 주변의 흐름장에 관한 수치실

김 종규: 전남 여수시 둔덕동 산 96-1번지

061-659-7155  kimjk@chonnam.ac.kr

험을 실시하였고, 손병규(2008)는 해중림 조성을 위한 어초의 

수리학적 특성에 관한 십자형과 상자형에 관하여 수리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김용관(2010)은 어초의 시설형태에 따른 수치실

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Li et, al. (2010)은 실린더의 주의에서

의 흐름특성에 관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문도 해역에 시설된 3종류의 해중림 어

초를 대상으로 CFD(Flow-3D)를 이용하여 형상 및 배치에 따

른 정상흐름 상태에서 흐름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자료 및 방법

2.1 해수유동 조사  

  거문도 덕 리 해역에 시설된 아치형, 터 형, 돔형의 해

림 어  주변에서 흐름특성을 악하기 하여 어  주변인 

정  PC-1에서 25시간 동안 RCM-9을 설치하여 층유속 측

을 실시하 다(Fig. 1). 한, 각 해 림 어 의 시설형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Study area

2.2 수치모델

  Fig. 2와 같은 (a) 아치형(Arch), (b) 터 형(Tunnel), (c) 돔형

(Dome)의 해 림 어 에 한 흐름특성을 악하기 하여 

CFD의 Flow-3D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한, 해 림 

어 의 배치에 따른 흐름특성을 악하 다.

(a) Arch

(b) Tunnel

(c) Dome

Fig. 2 Shapes of marine forest reef

  각 어  주변의 흐름장을 해석하기 해 본 연구에 용된 

구조물 크기, 흐름  수심 등에 한 제원은 Table 1과 같으

며, 유속조건은 거문도 시설된 어 주변의 평균 유속 0.25 m 

/sec를 고려하여 흐름을 재 하 다. 한, Fig.3과 같은 경계조

건을 사용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Fig. 3 Boundary conditions

Reef size Velocity condition Depth

Arch 2.4×2.9×1.4 m

0.25 m/s 6 mTunnel 2.5×2.1×2.1 m

Dome 6×6×2 m

Table 1 Flow fields conditions

 

  수치모델의 좌표계는 X, Y, Z 축의 Cartesian 좌표계를 사용

하였다. 아치형 어초를 대상으로 계산을 실시하였을 때, X축 방

향의 길이(lx)는 70m(-20~50), Y축 방향의 폭(ly)은 7m(-2~-5),  Z

축 방향의 높이(lz)는 6m(0~6)이며, 계산된 총 격자수는 345,800

개(140×40×65)였고, 터널형 어초를 대상으로 계산을 실시하였을 

때는 X축 방향의 길이(lx)는 70m(-20~50), Y축 방향의 폭(ly)은 

6m(-2~4), Z축 방향의 높이(lz)는 6m(0~6)이며, 계산된 총 격자

수는 253,500개(130×30×65)였으며, 돔형 어초를 대상으로 계산

을 실시하였을 때는 X축 방향의 길이(lx)는 70m(-20~50), Y축 방

향의 폭(ly)은 22m(-8~14), Z축 방향의 높이(lz)는 6m(0~6)이며, 

계산된 총 격자수는 528,500개(151×70×50)였다.

  또한, 각 어초들의 단일 군락에 대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

으며, 아치형 군락을 대상으로 계산을 실시하였을 때, X축 방향

의 길이(lx)는 120m(-20~100), Y축 방향의 폭(ly)은 24m(-8~-16),  

Z축 방향의 높이(lz)는 6m(0~6)이며, 계산된 총 격자수는 

631,800개(270×78×30)였고, 터널형 군락을 대상으로 계산을 실

시하였을 때는 X축 방향의 길이(lx)는 130m(-30~100), Y축 방향

의 폭(ly)은 22m(-8~14), Z축 방향의 높이(lz)는 6m(0~6)이며, 계

산된 총 격자수는 542,500개(250×70×31)였으며, 돔형 군락를 대

상으로 계산을 실시하였을 때는 X축 방향의 길이(lx)는 120m 

(-20~100), Y축 방향의 폭(ly)은 22m(-8~14), Z축 방향의 높이(lz)

는 6m(0~6)이며, 계산된 총 격자수는 1,085,000개(310×70×50)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수유동 조사결과

  2010년 10월 8일 ~ 9일까지 정점 PC-1에서 Aanderaa사의 

RCM-9 유속계를 주 흐름방향으로 설치하여 25시간 저층유속

을 관측한 결과 평균유속은 0.25 m/s, 최대유속은 0.85 m/s, 

최소유속은 0.03 m/s로 나타났다. 이 결과 중 평균유속값을 사

용하여 수치실험의 유속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Fig. 4 ~ 5).

Fig. 4 Current vector at PC-1 

Fig. 5 Current scatter at PC-1

3.2 수치모델 결과

  Fig. 6은 유입유속이 0.25 m/sec인 정상흐름에 의해 아치형, 

터널형, 돔형의 해중림 어초 주변에서 발행하는 흐름의 변동특

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해중림 어초에 의한 흐름의 변화와 후

류분포 및 주류와 반대방향인 회전류의 영역 등 실제 수리학

적 현상과 유사한 흐름패턴을 재현하고 있음을 정성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3가지 어초의 군락 배치에 따른 수치실험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각 어초에 대한 실험 결과와 유사한 

흐름패턴을 재현하고 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류역의 길이는 각 어초의 형상과 배치에 따라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후류는 진행하는 선체 또는 유체 흐름중에 있는 

구조물 주위의 유선 변화, 마찰 및 파랑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후방부근을 따라서 생기는 유체의 흐름으로서 해중림 어초의 

형상과 배치에 대하여 유속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해중림 

어초의 배치에 따라 후류의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U는 유입경계의 초기유속, U1은 어초 전면

의 변동 유속을 나타낸다. 

(a) x-z section, y=0

(b) x-y section, z=0 

Fig. 6 Veloctiy field around marine forest reefs (V=0.25 m/sec) 



(a) x-z section, y=0

(a) x-z section, y=0

Fig. 7 Veloctiy field around marine forest reefs (V=0.25 m/sec) 

Fig. 8 Flow characteristics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수유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층의 평균유속값을 

이용하여 정상 흐름장에서 해중림 어초 주변의 흐름 변동특성

을 CFD의 Flow -3D모델에 의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그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구조물은 연구대상해

역에 시설된 아치형, 터널형, 돔형의 해중림 어초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물에 의한 흐름의 변화와 후류분포 및 주류와 

반대방향인 회전류의 영역 등 실제 수리학적 현상과 유사한 

흐름패턴을 재현하고 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수치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중림 어초 주변의 흐름변

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앞으로 해

중림 어초 주변의 수위 변화에 따른 흐름변동에 대한 실험과 

포자확산의 영향범위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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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arine accident case the last 5 years, a small vessel of less than 20tons of incidence of accidents accounted for 
33.2%, most these vessels were composed of small fishing vessels. in addition most of ship capsized occurred by excessive roll motion. In 

this paper, Now widely used in domestic gross tonnage of 1 ton and 3 ton based on the linear fluctuations of small fishing vessels to 
development of new type for motion of response and stability. It used to Three-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 find out 
hydrodynamic force and moition of response for even keel and heeling state. As a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boats 

knuckle line resistance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decision a lot bu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of the motion characteristics.

1. 서    론 

지난 5년간(2006~2010) 해양사고사례를 보면,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사고 발생률이 33.2%를 차지하고, 그 에 어선의 

사고 발생률은 70.4%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선박의 사고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 손상(32.1%), 충

돌(24.5%), 좌 (7.7%), 침몰(3.4%)등의 순서로 발생하는데, 그

에서도 복원성능과 련된 복, 침몰은 사고유형에서 5.3%

로 낮은 편이지만 인명피해에 부분에서는 23.2%로 사고발생 

빈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선박의 복은 과도한 횡운동(roll)에 의해 발생하며 그동안 

횡운동을 억제를 하여 선형의 개량, 빌지 킬, 자이로 스코

(Gyroscopic stabilizers)  jet flap, stabilizing fins의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재 소형어선의 설계과정은 기존의 실 선 자료의 부족 

등으로 주로 실무경험자의 경험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있어 

인명사고와 연 된 복원성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총 톤수 3톤  

소형어선을 공시모형으로 이용하여 선박의 운동  복원력이 

가장 요구되는 횡 의 동요진폭에 하여 연구하 다.

수치계산은 공시선형에 해 손상 상태를 가정하여 Evenkeel, 

2.0도, 4.0도  6.0도의 횡 경사를 가정하여 규칙  에서 

유체력  동요응답 특성을 검토하 다. 

이진복 : 울산 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052-259-1384  jinbok2ya@naver.com

2. 기  이론 

본 연구의 계산은 3차원 특이  분포법(Three-dimensional 

source distribution method)을 이용하 으며, 기 이론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1 유체력

x축의 정방향으로부터 입사하는 에 의하여 어선이 동요 

원진동수 ω로 조화운동을 한다고 고려하면, 이때의 어선 주

의 유동장은 속도 Potential로 나타낼 수 있다.

                              (1)

속도 Potential 는 Laplace equation을 만족하며, Free 

surface , Bottom , 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하

고 있다.

이때의 속도 Potential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ｇ

                               (3)

  파의진폭
   
  운동진폭  ∼
  입사파속도
  속도
 방향의단위진폭운동에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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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속도 Potential 는 

Laplace equation의 해를 Green function  ′′′ 라
고 하면,



                           (4)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는 유체 의 임의의  

′′′ 는 물체표면 S상에 분포시킨 Source 치, 

는 Q의 물체표면 상에 분포시킨 Source strength이다.

물체표면조건을 이용하여  를 물체표면 상의  에 

근 시키면 가 미지수인 다음의 분방정식이 된다.




 





        (5)

여기서 무한수심인 경우에 있어서 Green함수 G(P,Q)는

  

 ′

 



∞



ℯ′ 


 ℯ′

       (6)

이다.

2.2 유체력 계수

부가질량계수 와 조 감쇠계수 는 부유체가 모드

   ∼ 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단  진폭 속도 

Potential을     ∼ 라 하면 방향의 부가질량  

조 감쇠계수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7)

  


                                  (8)

   복소수의실수부와허수부 

2.3 강제력

규칙  에서 부유체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반사 의   속도 

Potential, 즉 산란  속도 Potential을 이라 하면 은 물체

표면조건식의 해이다.




  


                                        (9)

여기서 입사 의 속도 Potential  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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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폭

  : 입사각

 : 

 : 수(Wave number)

산란  속도 Potential 이 구해지면 강제력은

  


 

  


 

   ∼

                           (11)

따라서 방사  속도 Potential  을 이용하면,  은 Green

의 정리를 이용하고, 선형 자유표면조건식  무한 원방에서의 

방사조건식을 고려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12)

한 Haskind-Newman의 계를 용하면 강제력 식은 다

음과 같다.

  ｇ


 


 


 

    ∼  

                   (13)

2.4 운동방정식

랑 에 있어서 동요진폭은 다음과 같은 6자유도 선형운

동방정식을 사용하 다.

                                         (14)

여기서

    


 


                     (15)

이다.

3. 수치 계산

3.1 공시모형

공시모형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1ton 과 3ton  낙지잡이 

어선을 택하 다. 선박은 갯벌에서 낙지 조업에 편리하도록 

bottom을 평평하게 하고, knockle line을 갖는 선박이다. 한 다

른 선박보다 폭이 넓고, 깊이가 낮고, Freeboard가 작은 것이 특

징이다. 이는 기 복원력은 좋으나 손상을 입어 경사한 경우의 

안정성의 검토가 요하다.

본 선형의 기본 제원은 Fig. 1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요소 

분할은 Patran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 으며, 분할 요소수는 

606개로 분할하 다.



(a) Body plan 

(b) sheer plan 

(c) Waterlines plan

Fig. 1 Mesh subdivision of hull form of small fishing vessel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Item 1ton class 3ton class

LPP (m) 7.2 7.00

B (m) 1.828 2.28

D (m) 0.8 0.70

dm (m) 0.28 0.50

Displacement(ton) 2.438 4.80

W.S.A (㎡) 10.769 14.005

3.2 수치계산

수치계산은 손상시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하여, 앙단면에서 

even keel 상태, 2도, 4도  6도까지 경사진 경우에 하여 유

체력  동요응답 진폭을 계산 하 다. 

4. 수치계산 결과  고찰

수치계산은 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의 특성을 검토하

기 하여, beam sea 상태에서 λ/L이 0.1에서 2.0까지에 하

여 20points에 하여 수치계산을 하 다. 그 계산 결과  

Sway, Heave  Roll에 한 Added mass, Wave damping 

coefficient, Wave exciting force  Motion amplitute의 결과

를 Fig.2-Fig.10에 나타내었다.

Fig.2-Fig.4는 유체력을 계산을 해 부가질량과 감쇠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even keel 상태에서가 주

수 역 반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형상변화에 따른 

향보다 knuckle line의 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되어 

Knuckle line의 설계 시 형상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Fig.5-Fig.7은 횡  에서의 강제력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역에서 형상 변화에 따른 향은 미소하게 보여

지나 경사각 4도의 경우가 6도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

어 Freeboard 결정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측된다.

Fig. 8 - Fig.10 은 횡   Sway, Heave  Roll motion 의 

응답 계산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본 계산 주 수

역에서, 손상시(형상변화)의 동요진폭이 Even keel 상태보다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체에 작업능률을 높이기 하여, 

bottom에 큰 Knuckle line의 취부한 향으로 생각되나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Sway motion에서는 동조주기가 일어나지 않으나, Heave  

Roll 동요에서는 λ/L=0.8(T=1.77) - 0.9(T=2.01)에서 일어나고있

으며, Bottom이 평평하고 흘수가 작은 소형선에서는 단면형상

의 변화 뿐만 아니라 Knuckle line 설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한다.

 

Fig. 2-a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sway added mass

Fig. 2-b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Sway damping coefficient 

Fig. 3-a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heave added mass 

Fig. 3-b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heave damping coefficient 



Fig. 4-a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section roll added mass

Fig. 4-b According to shape of section roll damping coefficient

Fig. 5 Comparison of sway wave exciting force in beam sea(90°)

Fig. 6 Comparison of heave wave exciting force in beam sea(90°)

Fig. 7 Comparison of roll wave exciting force in beam sea(90°)

Fig. 8 Comparison of sway motion amplitude in beam sea(90°)

Fig. 9 Comparison of heave motion amplitude in beam sea(90°)

Fig. 10 Comparison of roll motion amplitude in beam sea(90°)

5. 결   론

횡   건 이 비교  작은 어선의 손상 시 형상변화에 따

른 동요특성을 연구하 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손상시 선형의 형상변화에 따른 Sway 방향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변화는 주 수  역에서 향이 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요응답에 단면의 향이 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형어선의 개발에 있어서 knuckle line은 항특성에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나, 동요특성에는 크게 향

을 주지 않는 것을 알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농림수산부의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 연구 사업으

로 수행 인 “연료비 감을 한 소형 기어선 추진시스템 

개발” 연구결과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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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calibrate the surface flow accelerator to make a uniform vertical velocity distribution. 
This experiment is carried out circulating water channel with employing PIV techniqu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velocity distributions are illustrated for two different impeller rpm with varying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This 
experimental approach suggests how to measure, the velocity uniformity near free surface. Also, the velocity uniformity 
could be quantified in direction vertical and horizontal.  

1. 서    론 

 

수 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기하학 , 운동학   역학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수조에서 시험을 많이 하므로 수조내의 

유속 분포는 매우 요하다. 동의 학교에 있는 회류수조는 2 

Impeller 구동 방식의 수직순환형 회류수조로서 유속을 

Impeller의 회 수와 함께 측정하여 수조내의 수평, 수직방향의 

유속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향후 각종 수조 실험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군산 학교에서 피토튜 를 이용하여 회류수조의 유속분포를 

검증한 시험이 있었고(고 수, 조 곤 ,2005), 이져 유속계를 

이용한 회류수조의 난류유동 측정을 한 시험도 있었다(최은수, 

성형진, 권장  ,1989). 

회류수조는 모형선의 항시험, 자항시험, 로펠러 단독 시

험, 구조물 주의에 발생하는 유동장 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 활

용될 수 있으므로 회류수조 내의 유속 분포는 매우 요한 의미

를 지닌다. 

그러나 회류수조의 단 으로는  측창으로 흘러 들어오는 흐

름이 이상 일 수 없다는 것이다. 회류수조 입구부에는 시험부

에서의 자유표면이 공기와 물의 으로 수면 근처에서 물의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  유속과 동일하게 하기 한 표면

가속계 (Surface Flow Accelerator) (Fig. 1)가 설치되어 있다. 

한 공기를 제거하기 해 기포제거 장치(진공펌 )가 있다.

교신 자 박성부: 부산 역시 부산진구 엄 로 995

 070-7139-2082 fpso1119@naver.com

  따라서 이번실험은 Impeller의 rpm에 따라 표면의 유속을 

수심방향의 유속과 일치 시켜주기 한 장치인 표면가속계의 

rpm을 결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Fig. 1 Sketch of Surface Flow Accelerator

  

2. 시 험 장 치 

실험은 본 학에 설치된 회류수조에서 수행하 고, Test 

section은 길이 4.15m, 폭 2.1m, 깊이 1.2m(Fig.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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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ketch of Test section 

회류수조의 유속을 측정하기 해 카메라를 90° 회 하여 가로 

0.175m, 세로 0.24m인 1개의 유속측정구간(FOV)에서 High 

Speed 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입자 상을 획득하 다. PIV장

비는 다이오드 연속 이 와 고속 디지털 CCD카메라로 구성

되었다. 다이오드 연속 이 의 최 출력 8Watt, Wave length 

532nm이고, 고속 디지털 CCD 카메라는 2352*1728pixel의 해

상도와, Max. Hz는 7000f/s, Pixel size는 7μm, 해상도는 8bit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Sigma 105mm 즈를 부착하여 f/2.8의 

조리개 값을 이용하여 입자 상을 획득하 다. 이 는 2 개의 

Cylindrical plano concave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약 3mm두께의 

이져 면(Laser light sheet)은 Test section  부분의 설치되어

진 거울에서 반사되어 Test section 바닥의 window의 앙에 

비추어지도록 하 다(Fig. 3). 속도장 계산을 한 PIV 화상을 

얻기 하여 비 (Specific Gravity)은 1.02, 크기는 57μm인 입자

를  섞었다.   

Fig. 3 Sketch of equipment setting for experiment

CCD 카메라로 PIV 속도장 계산을 한 이미지 페어(Image 

pair)를 얻기 해서 두개의 이져간의 시간 간격(△t)는 1ms로 

설정하 다. PIV 속도장을 계산은 2화상 상 기법(Double- 

frame/single-pulsed cross-correlation method)을 이용하 다. 

조사구간(Interrogation window)은 64×64pixels (6.5×6.5mm
2)이

고 주변 조사구간과 50%의 화상 복(Overlap)을 하여 속도장을 

계산하 다. 즉, 주변 속도벡터간의 거리는 3.25mm이다. 실험은 

impeller  surface flow accelerator가 작동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수행되었다.   

3. 시 험 조 건

회류수조의 표면가속계를 Calibration하기 해 Impeller 

rpm 80일 때 표면가속계의 rpm을 0, 70~110까지 6개의 경우

에 해 수행했고, Impeller rpm 140 일 때 0, 210~250까지 6

개의 경우에 해 시험하 다. 시험에 이용된 Impeller의 rpm

과 표면가속계의 rpm을 Table 1에 정리하 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Impeller RPM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80

0

70

80

90

100

110

140

0

210

220

230

240

250

4. 모형시험 결과  해석

  실험은 수조의 길이 방향인 x 축 방향과 깊이방향인 z 축방

향의 유속 분포에 해 분석한 것이다. 먼  z 축방향의 수평

방향 유속은 Impeller의 회 수 80 rpm으로 단독으로 사용 했

을때 자유수면으로 부터 수심 8cm 떨어진 지 까지 유속분포

가 체 으로 일정함을 보 고, 8cm지 부터 자유수면까지 

속력이 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a)). 한 Impeller

의 회 수를 80 rpm으로 고정한 채 표면가속계의 회 수를 

110 rpm까지 높 을 때는, 자유수면으로 부터 수심 4cm 떨어

진 지 까지 유속분포가 체 으로 일정함을 보 고, 4cm지

부터 자유수면까지 여 히 속력이 하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Fig. 4(b)). 같은 조건하에 x 축방향의 수평방향 유속과 수

직방향 유속은 Impeller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거의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Fig. 5(a)), 표면가속계를 사용했을 때 더

욱더 일정해짐을 알 수 있었다(Fig. 5(b)).

  두 번째 조건인 Impeller의 회 수를 140 rpm으로 단독으로 

사용 했을 때 자유수면으로 부터 수심 10cm 떨어진 지 까지 

유속분포가 체 으로 일정함을 보 고, 10cm지 부터 자유

수면까지 속력이 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6(a)). 한 



Impeller의 회 수를 140 rpm으로 고정한 채 표면가속계의 회

수를 250 rpm까지 높 을 때는, 자유수면으로 부터 수심 

7cm 떨어진 지 까지 유속분포가 체 으로 일정함을 보

고, 7cm지 부터 자유수면까지 여 히 속력이 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6(b)). 같은 조건하에 x 축방향의 수평방향 

유속과 수직방향 유속은 Impeller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거

의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Fig. 7(a)), 표면가속계를 사용

했을 때 더욱더 일정해짐을 알 수 있었다(Fig. 7(b)).

(a) Impeller rpm 8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0

    

 
(b) Impeller rpm 8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110

Fig. 4 Horizontal mean velocity distribution of z direction   

 

(a) Impeller rpm 8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0

   

  (b) Impeller rpm 8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110

Fig. 5 Vertical mean velocity distribution of x direction 

  

         

(a) Impeller rpm 14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0



(b) Impeller rpm 14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250
  

Fig. 6 Horizontal mean velocity distribution of z direction

 

(a) Impeller rpm 14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0 

  

   (b) Impeller rpm 140, surface flow accelerator rpm 250

Fig. 7 Vertical mean velocity distribution of x direc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mpeller의 rpm에 따라 표면계속계의 rpm을 

결정하는 실험을 하 다. 표면가속계의 증가로 인해 분명히 자

유수면 가까이에서 유속이  수심방향의 유속과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유수면 쪽 유속을 측정하기 해

서는 PIV기법이 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유

수면 가까이에서의 유속이 아직까지 수심방향의 유속과 정확히 

일치 하진 않았지만 차후 각 각의 Impeller의 rpm에 해 표면

가속계의 rpm을 좀 더 증가 시켜 추가 실험하여 수평, 수직방향

의 유속이 일치하는 표면가속계의 rpm을 찾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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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을 위한 super charger의 흡기온도변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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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uper charger(흡기과급장치), Aluminum alloy(알루미늄합금),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ABSTRACT: Recently, this tighten up controls on exhaust gas emissions for vehicles and ship. Therefore, the researchers focus on 
developing an excellent engine that emits a little environment pollutant and has good gas mileag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efficiency by material of Super Charger,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car and ship engine suction system and decreasing in 

exhaust gas. The Super Charger material is selected Aluminum Alloy (AL6362) and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and they 
simulated intake air thermometer change and inhalation efficiency by material with Ansys program.

1. 서    론

최근 자동차 및 선박 등 배기가스의 배출가스규제에 대응하

기 위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 엔진의 개

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유해가스는 

주로 CO, HC, NOx 로 그 양은 엔진의 제원이나 운전 상태에 

따라 변하되는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수가 많고 상

호 관계도 복잡하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는 공기 과잉률로 흡기계

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흡기온도 변화가 

가솔린 기관의 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김철

주, 1982), 흡입한 공기의 중량을 표준 상태에서 행적체적이 차

지하는 공기의 중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 충전효율이 흡·

배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박승균, 1982)

이들 연구에서 고려한 인자는 주로 흡·배기 밸브의 Prot의 

면적과 배압이며 이들의 변화에 의해 흡입 공기량의 감소 및 

압력저하를 해석하고 있다.(Beard and  Smith, 1971)

본 연구에서는 흡기계통의 성능을 개선에 관한 연구가 부족

하고 따라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특별한 장치 중 흡기과급

발표자 이종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5로 152 

051-860-3256, lih860@dit.ac.kr  

장치인 Super charger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소재와 개발 소재를 사용한 장치의 구조에 대하여 효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Super charger 의 소재로 

Aluminum alloy(AL6262)과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GFRP) 소

재를 선정하여 소재에 따른 흡기온도에 따른 각소재의 표면온

도 변화를 해석시뮬레이션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Aluminum alloy인 Al6262와 유리섬

유강화 플라스틱소재인 Polycarbonate(GFRP)이며 기계적 성질

은 Table 1과 같다.

Material

Non-charging

Density
[g/㎖]

Tensile strength
[Mpa]

Elasticity 
rate
[Gpa]

Aluminum 6000 2.71 210 2.81

Polycarbonate 1.19 60 2.37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super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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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기관에서 흡기 온도가 0℃에서 30℃까지 높아질수록 

CO와 HC는 흡기 온도가 높을수록 조금씩 적어지며 반대로 

NOx는 흡기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기 온

도가 고온이 될수록 발생량이 급증하며 (조규윤, 2001) 디젤엔

진에서의 흡기온도가 20℃일 때 보다 50℃일 때 화염 발화핵 

형성시점과 화염의 확산이 좋다고 연구하였다.(김성훈 등, 

2001)

Super charger는 Body, 임펠러, 엔진오일흡입 토출구, 등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실험은 Ansys V11.를 이용하여 오일의 흐

름에 따른 Body및 임펠러의 표면 온도변화를 해석하였다.

Fig 1은 기관의 흡기계통에 설치가 가능한 Super charger를 

Pro-engineer wildfire V4로 모델링한 것이다. 100℃의 엔진오

일이 Super charger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형식이며 내부의 공

기 온도는 상온 23℃를 기준으로 하였고 프로펠러는 장착시와 

미장착시로 실험군을 나누어 소재의 표면온도 변화를 측정하

였다. 

Fig. 1 The super charged model

3. 실험 결과 및 해석

3.1 프로펠러 미 장착 시 재료와 온도변화 

Fig. 2와 3은 1sec와 1,200sec 동안의 Polycarbonate 소재의 

super charger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4를 통해 

1sec에서 1,200sec의 소재 최대온도 변화는 101.4℃에서 38.4℃

로 엔진오일이 흐른 중심부와 소재표면 온도는 많은 변화를 

보였고 최소온도 변화는 23.1℃에서 23.0℃로 내부온도 23℃와 

같이 소재의 열전달 변화는 없었다.

Fig. 2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changes in 1 sec

Fig. 3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changes of the 

1,2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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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sec, and 1,200 sec of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over the supercharge

Fig. 5와 6은 1sec와 1,200sec 동안의 Aluminum 소재의 

super charger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을 통해 

1sec에서 1,200sec의 최대온도 변화는 82.8℃에서 43.0℃의 온도 

변화를 보였고 표면 최소온도는 변화는 76.3℃에서 42.7℃로 

1,200sec가 지난 뒤에도 내부온도 보다 23℃ 보다 약 20℃ 높

은 소재의 표면온도를 변화를 보였다.



Fig. 5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changes in 1 

sec

Fig. 6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changes of the 

1,2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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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1 sec, and 1,200 sec of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over the supercharger

3.2 프로펠러 장착 시 재료 온도변화

Fig. 8과 9는 1sec와 1,200sec 동안의 프로펠러 장착 시 

Polycarbonate 소재의 Super charger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내

며 Fig. 10을 통해 1sec에서 1,200sec의 소재 최대온도 변화는 

103.5℃에서 39.2℃로 많은 온도 변화를 보였고 표면 최소온도 

변화는 23.0℃에서 23.0℃로 표면온도의 변화는 없었다.

Fig. 8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changes in 1 sec

Fig. 9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changes of the 

1,2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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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1 sec, and 1,200 sec of polycarbonate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over the supercharger

Fig. 11과 12는 1sec와 1,200sec 동안의 프로펠러 장착 시 

Aluminum 소재의 Super charger 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Fig. 13을 통해 1sec에서 1,200sec의 최대온도 변화는 

76.2℃에서 40.0℃의 온도 변화를 보였고 표면 최소온도는 변

화는 72.9℃에서 39.1℃로 1,200sec가 지난 뒤에도 내부온도 보

다 23℃ 보다 약 16℃ 높은 소재의 표면온도를 변화를 보였다. 



Fig. 11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changes in 1 

sec

Fig. 12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changes of the 

1,2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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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1 sec, and 1,200 sec of aluminum alloy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s over the supercharge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luminum소재와 Polycarbonate 소재의 열전

달효율을 비교하여 흡기과급장치인 Super charger의 적용소재

의 표면온도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Polycarbonate 소재의 표면 온도는 100℃의 오일이 지나가

는 통로 외에는 23℃의 내부온도와 변함이 없었다.

(2) Aluminum 소재의 표면온도는 1,200sec가 지나도 42.7℃로 

23℃의 내부온도 보다 약 20℃ 높은 표면온도 변화를 보였다.  

(3) 흡기와류장치에 프로펠라를 장착시 Polycarbonate 소재의 

표면온도는 내부온도와 변함이 없었고 Aluminum 소재는 약 

1,200sec가 지나도 16℃ 높은 표면온도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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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LC films 다이몬드카본코팅, AAO substrate 산화막알루미늄, Nano-Indentation 나노인덴테이션 

ABSTRACT: DLC films were deposited on AAO substrate by using a radio frequency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The 
characteristic of DLC films were evaluated by various techniques including Micro Raman spectroscop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Nano indentation and Scratch test. The results of obtain were as follows; DLC films are amorphous and consist of mixture of sp3 

which is diamond matrix and sp2 bond graphite clusters embedded in an amorphous sp3-bonded carbon matrix. It contains various quantities of 
hydrogen. Therefore DLC films stand in the center stage of developing coatings for moisture resistant lubricant, water repellant and cathode for 
lithium batteries. AAO films, regardless of the anodizing temperature and thickness, have a constant value between 500 and 700Hv. After DLC 

coating, the hardness is increasing from 1600Hv to maximum 2600Hv.  

1. 서    론 

알루미늄(Aluminum)은 산소친화력이 큰 금속이므로, 표면이 

산화된 상태로 도포되어 자연계에 존재한다. 금속을 양극으로 

하여 전해질 속에 넣고 일정한 크기의 전류를 흘려주면 산화가 

되면서 금속산화물이 생기는데 이를 양극산화라 한다. 알루미늄

을 양극산화하면 자연적으로 산화된 알루미늄보다 더 두꺼운 양

질의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알루미늄을 보다 다양

한 용도로 개발하려는 방법으로 양극산화 기술은 오래전부터 많

은 연구가 되어왔다(윤한기 등,2010, Delloca and Flemin, 1976).

그 중 최근에는 표면처리방법 중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원하는 물질만으로 표면코팅이 가능한 진공건식 코팅방법 

등이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 물질로 구성된 DLC(Dia

mond Like Carbon) 코팅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DLC는 높은 

경도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와 이륜차부품 및 금형공구 분야 등

에서 DLC 코팅 부품이의 적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Li, 

Muller, Birner, Nielsch and Gsele, 1998-2000).

 또한, DLC는 탄소원소로 구성되고 내부식성과 인체적합성이

발표자 윤한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051-890-1642, hkyoon@deu.ac.kr  

우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공고관절부의 코팅적용, 심혈관의 

확장에 사용되는 Stant의 코팅, 치아의 임플란트 코팅 등 

Bio-Medical 분야에도 응용이 시도 되고 있다. 

박막코팅 합성방법에서 DLC는 Diamond와 유사한 성질을 가

지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기판재료에도 쉽게 코팅이 가능한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넓은 면적과 저온에서 박막합성이 가능

한 장점이 있다. DLC 코팅방법은 코팅시간 및 코팅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코팅조건 또한 Diamond보다 훨씬 쉽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Diamond는 결정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표면조

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DLC의 경우 표면조도가 0.02-0.16

㎛의 범위로 매우 좋은 마찰계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윤활 및 

습동부에 많은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DLC는 산이나 알카

리 등에 강한 내 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다. 본 연구에

서는 DLC의 이러한 장점을 응용하기위해서 알루미늄합금(Al 

6061)소재에 대해서 양극산화 기법을 통한 양극산화 알루미늄

(Anodic Aluminum Oxide)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양극산화 알

루미늄합금 소재에 대해 RF-PECVD법을 이용하여 DLC 코팅을 

실시하여 DLC 코팅부의 분광분석은 Micro Raman으로 분석하

였고, 코팅부의 표면형상은 FE-SEM을 통하여 측정하여 실험조

건에 따른 morphology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계적 물성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Number of 
specimen

Conditions

AAO 
thickness

Sealing 
treated

Temperature

sample 1 25μm Yes 7℃

sample 2 50μm Yes 7℃

sample 3 75μm Yes 7℃

sample 4 100μm Yes 7℃

sample 5 25μm Yes 21℃

sample 6 25μm No 21℃

Table 1 Anodizing conditions of Aluminum

값인 DLC 코팅부의 표면경도는 Nano Indentation으로 측정하

였였다. 

2.  실험방법

2.1 알루미늄의 양극산화 실험

본 연구에서는 DLC의 이러한 장점을 응용하기위해서 알루미

늄합금(Al 6061) 소재에 대해서 양극산화 기법을 통한 양극산화 

알루미늄(Anodic Aluminum Oxide)을 제작하였다. 시험편 조건

은 Table 1과 같다.

3.2 DLC 박막 코팅실험

DLC 박막코팅을 위한 방법으로는 DC plasma CVD, RF plas

ma CVD,  MPCVD, ECR plasma CVD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착된 다이아몬드 박막의 결정성 및 

균일도가 우수하고 증착속도가 빠른 RF-PECVD방법을 이용하

여 DLC 박막 성장을 유도하였다.

Fig. 1은 DLC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RF-PECVD(Radio freque

ncy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장치를 나타

내었으며, Fig. 2는 DLC 박막합성장치의 개략도이다. RF-PECV

D법은 플라즈마를 생성시켜 탄소를 이온화 시킨 후 가속하여 

증착하는 방법으로 타 증착방법에 비해 장치가 비교적 간단하

다. 낮은 온도영역의 기판에도 박막코팅이 가능하며, 비용이 저

렴하고, 기체상이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나 대면적 증착이 가

능하며, 합성속도 또한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비의 구성은 

챔버(Chamber), 터보분자펌프((Turbo-molecular pump),로터리

펌프(Mechanical rotary Pump), RF-Power supply, 유량조절기

(Mass flow controller, MFC)로 구성되어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C 박막은 RF전원이 인가되는 전극에 기판이 놓이

고 이온이 기판으로 가속되어 합성된다.

DLC 박막합성을 위한 본 실험에서는, 양극산화 알루미늄 실

험을 통해 얻어진 Al6061 소재를 기판재료로 사용하여 DLC박

막을 증착하였다. 진공 챔버 내의 압력을 로터리펌프로써 10-3 

Torr까지 배기한 다음 터보분자펌프를 이용하여 약 10-5 Torr 

까지 배기한다. 기판재료는 증착하기 전 아세톤과 알코올로 각

각 1차, 2차 세척을 하였고 RF 인가전압은 500W로 고정하고 

Fig. 1 Photograph of RF-PECVD equipment system

Fig. 2 Schematic of the RF-PECVD equipment

 

Ar가스를 이용하여 플라즈마를 방전시켜서 기판의 산화층을 제

거하기 위하여 15분간 전처리(pre-treatment)하였다. 또한 기판

과 박막층간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SiH4(Silane) 

Gas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CH4 Gas를 이용하여 DLC

박막을 RF-PECVD 장치에서 40분간 증착하였다. 이때 가스의 

유량제어는 정밀전자제어가 가능한 유량조절기(PMFC)를 사용

하였다. Table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DLC 박막합성 조건을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FE-SEM에 의한 형상분석

Fig. 3은 알루미늄합금(Al6061) 소재에 대해 양극산화(Anodic 

Aluminum Oxide) 처리 시 AAO 표면 형상에 대한 FE-SEM형

상을 관찰한 사진이다. 대체적으로 표면은 일반적인 Anodic Al

uminum Oxide 표면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공정시의 온도나 A

nodic Aluminum Oxide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표면의 형상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periment R.F Power Gas
Mass of 

flow
Time

Pre-Treatment 500W Ar 50sccm 15min

Inter Layer 500W SiH4 7sccm 7min

DLC Coating 500W CH4 50sccm 40min

Table 2 Condition of DLC coating process



sample1 sample2

sample3 sample4

sample5 sample6

5µm5µm

5µm5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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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SEM image of Anodic Aluminum Oxide (Sample 

1~7)

3.2 Mirco Raman 분광분석

라만 분광법으로 DLC 박막의 미세 결합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시료의 진동모드(vibratio

nal mode)로부터 일어나는 비탄성 산란(inelastic scattering) 현

상을 이용하는 비파괴적(nondestructive) 광학적(optical)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4는 Anodic Aluminum Oxide sample위에 DLC를 코팅하

였을 시 Micro Raman 분광분석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1332cm
-1 

부근의 peak는 Diamond성 즉, SP3 구조를 나타내며, 1580cm
-1

은 Graphite성 즉 SP2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DLC는 SP2와 S

P3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1580cm-1의 peak의 Intensity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a-c : H type의 전형적인 DLC

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Fig. 4 Micro Raman results of DLC film on Anodic         

    Aluminum Oxide 

Fig. 5 Nano Indentation load-depth curve of DLC film

     

           
Number  
specimen

 Conditions 

AAO 
thickness

(μm)

Sealing 
treated

Temper
ature
(℃)

Hardne
ss of 
AAO
(Hv)

Hardne
ss of 
DLC
(Hv)

sample 1 25 Yes 7 561.62 1871

sample 2 50 Yes 7 98.63 2625

sample 3 75 Yes 7 651.30 2824

sample 4 100 Yes 7 574.45 1634.16

sample 5 25 Yes 21 710.35 2339

sample 6 25 No 21 687.94 2260

Table 3 Nano Indentation results of AAO layer and DLC    

         films

3 .

3 Nano Indentation 경도분석

Fig. 5는 Anodic Aluminum Oxide위에 DLC를 코팅한 sampl

e에 대해 Nano Indentation으로 측정할 때 나타나는 Load-Dept

h Curve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

를 각 시험편에서 얻은 값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여기서  

알루미늄합금(Al6061) 소재에 대해 양극산화 (Anodic Aluminu

m Oxide) 처리된 시편에 대해서 Nano Indentation으로 표면경

도를 값을 비교하면, AAO저리한 시험편 보다 DLC처리한 시험

편의 값이 크게 향상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합금(Al6061) 소재에 대해 양극산화기

법을 통하여 표면을 양극산화 알루미늄(Anodic Aluminum Oxi

de)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Anodic Aluminum Oxide에 대해 

DLC 코팅을 한 후 DLC 코팅된 Anodic Aluminum Oxide에 대

해 FE-SEM, Micro Raman, Nano Indentation 그리고 Scratch te

st를  통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Anodic Aluminum Oxide를 FE-SEM으로 표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표면은 일반적인 Anodic Aluminum Oxide 표



면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공정시의 온도나 Anodic Aluminum 

Oxide의 두께에 따라 조금씩 표면의 형상이 다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대체적으로 1332cm
-1부근의 Diamond성 즉, SP3 구조를 

나타내는 peak와 1580cm-1의 Graphite성 즉, SP2 구조를 나타내

는 peak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SP2와 SP3가 혼재 되어있는 

a-c:H type의 전형적인 DLC가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AAO films은 아노다이징때의 온도와 Anodic Aluminum 

Oxide의 두께에 상관없이 500~700Hv 사이의 경도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DLC를 코팅한 후 경도값은 1600Hv에서 최고 

2600Hv의 경도값을 가짐으로 DLC 코팅시 경도값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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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wo different Al2O3 ceramics were prepared containing 15 wt% and 30 wt% of SiC nanoparticles. Surface 
crack was made at the center of specimen by vickers indentation. Crack healing behavior of Al2O3 ceramics was investigated by 
changing the loads of SiC nanoparticles and iterative crack-heat treatment process. The test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three-point 

bend flexural tests to evaluate their mechanical properties.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studi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 1) The crack healing ability of the Al2O3 ceramics with 30 wt% of SiC nanoparticles 
were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Al2O3 ceramics with 15 wt% of SiC nanoparticles. 2) The cycle of indentation and treatment process 

revealed that the cracks of the Al2O3 ceramics were completely healed only 24.5N of vickers indentation load applied. 4) The SEM 
images showed that the median cracks were completely disappear due to the oxidati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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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스는 속에 비해 높은 경도, 우수한 내식성  내화

학성과 기 연성  내열성 등의 장 으로 인해 내마모품, 

메 니칼 씰, 내산부품, 기 연품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재

료이다. 하지만 세라믹스 재료는 형 인 취성재료의 괴거

동을 가지며 속에 비해 인성이 매우 낮고 강도의 산포가 큰 

결 을 갖는다. 이는 세라믹스의 신뢰성과 건 성에 큰 문제가 

되며 실제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세라

믹스 재료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해 (1) 기지재 첨가를 

통한 미세조직의 제어, (2) 기술 개발을 통한 공정 로세스의 

개선, (3) 열처리에 의한 강도 향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의 연

구  개발이 진행 에 있다. 이  (3)의 열처리에 의하여 결

함을 갖는 세라믹의 강도 회복은  잔류 응력 완화, 결함의 재 

소결, 균열 치유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여기

서 균열 치유는 일부 세라믹스의 표면 균열이 기  고온에

서의 열처리에 의해 치유 되는 것으로, Ando등에 의해 그 메

카니즘이 제시 되었다. 균열치유의 거동은 세라믹스에 존재하

는 탄화규소의 산화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 으로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다른 세라믹스와 비교하여 

소결성이 좋고 내산화성이 뛰어나며 비교  렴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강도와 인성 그리고 고온에서의 기계  물성

이 질화규소나 탄화규소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한편, 몇몇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알루미나 세라믹스에 나노 크기의 탄화규소 

입자를 첨가하여 소결하는 동안 입자 성장을 억제하고 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 알루미나 세라믹스에 

첨가된 탄화규소 입자에 의해 완벽한 균열치유 능력이 유발된

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균열치유 효과를 갖는 세라믹스

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균열 치유 효과, 균열 치유재의 정  

 동  피로 특성이나 균열의 크기에 따른 열처리 효과 등에 

해서도 확인 하 다. 하지만 균열치유 효과 특성의 재  가

능성에 한 연구 보고는 없었다. 만약, 균열치유 효과가 반복

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면 세라믹 제품의 사후 리  재료

의 합리 인 사용 측면에서 매우 큰 장 으로 작용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iC의 함량이 균열치유 능력에 미치

는 향에 하여 알아보고 반복 인 균열치유에 한 알루미

나 세라믹스의 강도 특성 한 조사해 보았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 재료  실험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Al2O3 (Buehler, USA) 세라믹스 분말의 

평균입도는 0.3㎛이며 균열 치유 효과를 부여하기 한 SiC 

(50㎚, Marketech, USA)분말의 함유량은 15 wt%  30 wt%

의 두 종류로 하 다. 그리고 소결 보조제로써 3 wt%의 Y2O3 

(2.9㎛, Wako pure chemical, Japan)를 첨가하 다. 분말들은 

알콜에 혼합하여 48시간동안 ball mill 처리를 하 으며, 건조 

후 100mesh의 sieve로 체질 하 다. 비된 혼합 분말은 Fig. 

1과 같은 온도 조건으로 질소 분 기의 일축가압 소결로를 이

용하여 1800℃에서 35MPa의 압력으로 1시간 동안 소결 하

다. 소결된 Al2O3 세라믹스는 3㎜×4㎜×22㎜의 크기로 자른 후 

시험편의 표면을 경면연마 하 다. Al2O3 세라믹스의 균열치유 

거동을 조사하기 하여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시험편의 

표면에 메디안 균열을 도입 하 으며, 압입 하 은 각각 24.5N 

 196N로 하 다. 균열치유를 한 열처리 조건은 1300℃, 

기 에서 1시간 동안 기로에서 시행 하 다. 한 반복 인  

균열치유에 한 Al2O3 세라믹스의 강도 변화를 조사하기 

해 균열을 도입한 시험편의 열처리까지 과정을 1회의 cycle로 

하여 최  3회까지 반복 하 다. 

 강도의 평가를 한 3  굽힘 시험은 인장시험기 (MICRO 

350, load cell 500Kg, Tensomester)를 이용 하 으며, cross 

head speed는 0.5㎜/min, span 길이는 16㎜로 하여 상온에서 

실시하 다.

  시험편의 단면은 SEM (JSM-6700F, JEOL Ltd)을 통해 

찰 하 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intering process

3. 결과  고찰

3.1 강도 변화  

  세라믹스의 균열치유 효과에는 SiC의 첨가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SiC 함량이 Al2O3 세라믹스의 균열치유 

효과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여 Fig. 2에 나타 내었다. 첨

가된 SiC의 함량은 15 wt%  30 wt%의 두 종류로 하 으며 

소결 온도는 가장 높은 강도 회복률을 보 던 1800℃로 하

다. 그리고 시험편의 표면 균열은 비커스 경도기의 압입 하

을 달리하여 도입하 다. 여기서 (a)는 열처리 하지 않은 시험

편의 압입 하 에 따른 굽힘 강도의 변화이고 (b)는 공기 에

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험편의 압입 하 에 따른 굽힘 강

도의 변화이다. 열처리 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 SiC 함량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압자의 압입 

하 이 클수록 Al2O3 세라믹스에 큰 표면 균열이 생성 되었고 

따라서 강도의 하가 크게 나타났다. 

(a) no heat treatment 

(b) heat treatment in air for 1h 

Fig. 2 Variation of bending strength on various vickers indentation 

  반면, 공기 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 한 시험편의 경우에는 

열처리 하지 않은 시험편보다 체 으로 높은 강도를 보 으

며 SiC의 첨가량이 30 wt%인 시험편의 강도가 15 wt%인 시

험편의 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4.5N의 압입 하 을 

가한 시험편의 강도는 표면 균열이 없는 평활재의 강도와 비

슷하 다. 한 196N의 큰 압입 하 을 가한 시험편의 강도는 

평활재나 24.5N의 압입 하 을 가한 시험편의 강도 보다는 낮



았지만, 열처리를 하지 않은 평활재의 강도 수 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열처리에 의한 균열치유 효과와 잔류응력의 제거로 

인한 강도 회복 상으로 생각된다.

 

Fig. 3 Relation between cycle of indentation-heat treatment process 

and bending strength for 15 wt% SiC-Al2O3 ceramics 

Fig. 4 Relation between cycle of indentation-heat treatment process 

and bending strength for 15 wt% SiC-Al2O3 ceramics 

  Fig. 3은 15 wt%의 SiC가 첨가된 Al2O3 세라믹스의 균열-열

처리 반복에 따른 굽힘 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해 평활재의 열처리 의 굽힘 강도와 열처리 후의 굽힘 강도

를 포함 하 다. 먼  24.5N의 비커스 압입 하 을 이용한 균

열-열처리 반복에 한 굽힘 강도는 열처리 하지 않은 평활재

와 비교하여 모두 강도가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196N의 큰 압입 하 을 이용한 균열 열처리 반복 시험에서

는 모두 열처리 하지 않은 평활재보다 낮은 굽힘 강도를 나타

내었으며 균열-열처리가 2회  3회 반복되었을 때 1회보다 다

소 강도가 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4는 30 wt%의 SiC가 첨가된 Al2O3 세라믹스의 균열-열

처리 반복에 따른 굽힘 강도 변화이다. 15 wt%의 SiC가 첨가

된 Al2O3 세라믹스에서의 결과와 달리 24.5N의 비커스 압입 

하 을 이용한 경우와 196N의 압입 하 을 이용한 경우 모두 

열처리 하지 않은 평활재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24.5N의 비커스 압입 하 이 용된 경우 균열-열처리 반복 횟

수에 따른 큰 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균열 치유재 

임에도 불구하고 열처리한 평활재와 비교하여 뚜렷한 강도의 

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미세구조 찰

  Fig. 5는 30 wt%의 SiC를 첨가한 Al2O3 세라믹스의 굽힘 시험 

후 단면을 SEM을 통해 찰한 것이다. 균열부의 변화를 찰

하기 해 196N의 압입 하 으로 표면 균열을 도입 하 으며 (a)

는 열처리 하지 않은 시험편의 단면이며 (b)는 균열-열처리를 2

회 반복한 시험편의 단면이다. (a)의 시험편은 압흔 아래 반 

타원형의 메디안 균열이 잘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메디안 균열들은 열처리를 통해 모두 사라진 것을 (b)의 사진

을 통해 알 수 있다. 한 열처리 후 압흔부의 형상이 상당히 

둔화 되었으며 시험편의 면 한 거칠어 진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열처리된 시험편은 열처리 되지 않은 시험편에 

작용한 괴 에 지 보다 높은 괴 에 지를 동반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열처리 후 Al2O3 세라믹스의 표면 균열이 잘 

치유 된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4. 결    론

  본 연구는 SiC의 첨가량이 Al2O3 세라믹스의 균열치유에 미

치는 향과 균열치유 반복에 한 특성을 알아보기 해 시

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l2O3 세라믹스의 강도 회복은 SiC의 함량을 15%로 첨가

한 것보다 30%로 첨가하여 열처리한 시험편에서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균열-열처리가 반복 되었을 때 Al2O3 세라믹스의 강도 특

성은, 24.5N의 압입 하 으로 생성된 균열의 경우 균열 -열처

리가 반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하지 않은 평활재 보

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3) Al2O3 세라믹스에 30 wt%의 SiC가 첨가 되었을 때 196N

의 압입 하 으로 생성되는 균열과 열처리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하지 않은 평활재보다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

다. 

  5) 열처리 되지 않은 시험편의 면에서는 압흔 주 에 존재

하는 메디안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열처리된 시험편에서

는 메디안 균열이 모두 사라 졌으며 거칠어진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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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surface technologies aimed at improving fatigue strength by inducing big and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 
The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technology is one of them. The UNSM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carbon steel 
AISI1045, chrome molybdenum steel AISI4137, hot tool steel H13 (SKD61) and bearing steel AISI52100.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se 

steels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are analyzed and compared. Rotary bending fatigue test until 10
9cycles(VHCF) is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the UNSM effects. SEM, ESBD and TEM analysi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SM treatment. The contribu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to fatigue strength improvement is discussed. 

1. Introduction

A typical heavy duty machine with very high cycles was 

used such as carbon steel AISI1045, chrome molybdenum 

steel AISI4137, bearing steel AISI52100 and hot tool steel 

H13. Any fatigue failure of these applications causes serious 

monetary loss, therefore various surface technologies such as 

shot peening, micro shot peening, laser shock peening, 

ultrasonic peening, light plasticity burnishing, cavitation 

peening have been applied to increase their high cycle 

fatigue strength.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 is an emerging surface technology which is 

capable of increasing VHCF (very high cycle fatigue) 

strength and for this purpose has been applied to AISI1045, 

4137, 52100 and H13 materials (Cao et. al., 2010; Suh et. al., 

2009; Suh et. al., 2010; Im et. al., 2011). This paper presents 

a brief explanation of UNSM, summary of previous study 

and discussion for further development.

2. UNSM technology

The UNSM technology is shown on Figure 1 and 2. The 

major process parameters of UNSM treatment are static 

force, amplitude, and number of 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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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rd tip, usually tungsten carbide ball, is attached to 

the ultrasonic device. The ball strikes the surface of the 

specimen in 1.2 or 2.4 million times per minute and at 1,000 

to 100,000 shots per square millimeter as shown in Figure 1. 

These strikes, which can be also described as micro cold 

forging, br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to the surface 

layers and thus induce nanocrystalline structure and big and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 These strikes also produce 

controllable micro-dimples on the specimen top surface, 

which improv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Each of these 

micro-dimples can serve as either a micro-hydrodynamic 

bearing in cases of full or mixed lubrication, a 

micro-reservoir for lubricant in cases of starved lubrication 

conditions and micro-dump for wear debris in lubricated 

sliding/rolling conditions (Pyoun et. al., 2010). The 

nanostructural modification of the surface layer can improve 

both the strength (hardness) and ductility (toughness) of the 

specimen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e well-known 

Hall-Petch theory. There are also several studies that 

showed a radical improvement in rolling contact wear 

strength and friction loss of SAE52100 made bearings after 

UNSM treatment (Pyoun et. al., 2010; Lee et. al., 2010). The 

main effect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anticipated 

effects on mechanical performance by the UNSM treatment 

is summarized in Table 1. 

2.1 AISI1045   

In this experiment, the static force is fixed at 30N and the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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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trikes is controlled at three values: 34,000, 

45,000, and 68,000 strikes per sq. mm.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re changed as shown on Table 2 and depth 

profile of hardness is shown in Figure 3. It was observed 

that the grain was refined to nanocrystal till depth 150 μm 

after UNSM treatments.  

The results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 are shown in 

Figure 4. UNSM C3 condition, the highest strikes, was the 

best condition among the test. The fatigue strength of C3 

test specimens at 10
8 cycles is 35% higher comparing to the 

untreated specimens.

2.2 AISI4137

In this experiment, the number of strikes is fixed and the 

static force is controlled at three values: 40N, 70N and 

100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re changed as Table 3. 

Variations of Vickers hardness (Figure 5), depth profile of 

residual stress (Figure 6) and microstructure (Figure 7) are 

shown before and after UNSM respectively for AISI1045. 

The severe plastic deformation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was observed and measured till depth about 120 μm 

at 100N UNSM treatment in Figure 6 and 7, respectively. 

The results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 are shown in 

Figure 8. The fatigue strength of 100N UNSM test 

specimens at 10
9 cycles is raised 30% higher than for 

untreated specimens.

2.3 AISI52100

In this experiment, the number of strikes is fixed and the 

static force is controlled at three values: 100N, 110N and 

120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re changed as shown 

on Table 4 and the depth profile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s shown in Figure 9. In order to measure the grain 

size of nanocrystalline layers on the surface of SAE52100 

bearing steel treated by UNSM technology,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nalysis and electron 

microscopy (TEM) are carried out. 

Figure 11 shows the cross sectional EBSD observations of 

the untreated (a) and UNSM treated (b) SAE52100 steel 

specimens. Obviously, microstructure morphology of the 

UNSM treated surface layer (of about 10μm thick) differs 

from that in the matrix (#1, 3; large grain size and #2, 4; 

small one). Severe plastic deformation evidences are seen on 

the surface layer, where grain boundaries could not be 

identified in the matrix. It is noted that the surface 

deformation layer thickness in the entire SAE52100 steel 

surface is not uniform from place to place (±10μm), indicating 

the heterogeneity of plastic deformation induced by the 

repeated ultrasonic vibration. TEM observations were 

employed to confirm the grain size reduction. Figure 12(a) 

shows a typical TEM plane-view observation of the top 

surface layer in untreated steel. The typical surface layer after 

the UNSM treatment is shown in Figure 12(b), revealing 

grains refined to nanometer scale with random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It is clear that the micro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ultrafine equal axis grains (bcc Fe) with 

random crystallographic orientations by the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 In addition, Figure 12(b) 

also shows the distribution of carbide and that its size has 

been miniaturized after UNSM treatment. 

EBSD analysis and TEM analysis show that the 

nanocrystalline surface layer generated by the UNSM 

treatment was formed with an average grain size in the 

range from 30nm to 200nm up to the depth of 25μm from 

the surface.

Rotary bending fatigue test is carried out under several 

working load conditions. The test results under a 1300MPa 

and 1200MPa are shown in Table 5. Four spindles cantilever 

type rotary bending machine Figure 10, YRB 200) is used 

for the test, allowing four specimens to be tested at the 

same time. Comparing the UNSM treated specimen with the 

untreated one, the results of failure cycles show that the 

UNSM treatment extended fatigue life about 3,700 ~ 4,400 

times at UNSM under stress level 1,200MPa and about 163 

~ 2,680 times at UNSM under 1,300MPa.

2.4 H13 (SKD61)

In this experiment, the number of strikes is fixed and the 

static force is controlled at three values: 40N, 60N and 80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changed as shown on Table 6 

and depth profile of residual stress is shown in Figure 13. 

It was observed that the grain was refined to nanocrystal of 

50 nm in size until depth 50 μm after UNSM treatments.

Test results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 are shown in 

Figure 14. The fatigue strength of 80N UNSM test 

specimens at 10
7 cycles is 17.9% higher than comparing to 

the untreated one.

3. Discussion and further study  

(1) Under the same static load, increasing the number of 

strikes to AISI1045 specimens produces better roughness, 

hardness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The fatigue 

strength of this condition is improved the most by 35% at 

10
8 cycles comparing to the untreated specimens.  

(2) Under the same strike numbers, the more static load is 

applied to AISI4137 specimens the higher hardness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s produced. The fatigue strength 



of the biggest static load (100N) is improved about 30% at 

109 cycles comparing to the untreated specimens. In this test 

condition,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s more 

dominating fact or in respect of increasing fatigue strength 

than surface roughness.

(3) Under the same strike numbers, the static load of 

110N to AISI52100 specimens produces the biggest hardness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nd the best roughness 

among the three conditions (100N, 110N and 120N). The 

fatigue cycle of the static load 110N at 1200MPa shows the 

biggest value and the fatigue cycle of the static load 100N 

at 1300MPa shows the biggest value. Further study and 

more tests are needed to find the reason for these results.

(4) Under the same strike numbers, increasing static load 

to H13 specimens produces better hardness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Fatigue limit of 10
7 cycles  of H13 is 719MP 

a before UNSM. However fatigue limits are increased by 

8.3, 11.2, and 17.9%, respectively when the static loads of 

UNSM are changed as 40, 60, and 80N. In this test 

condition,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s more 

dominating factor in increasing fatigue strength than surface 

roughness.

Remarks: F = Pst+Psin2πft, where in F is the total striking force, 

Pst is the normal static load on to the tool, P is the amplitude of 

dynamical load, A is the amplitude, V is the speed (m/min), S is 

the feed (mm/rev), r is the ball radius, D is the specimen diameter, 

f is the frequency of oscillations, and t is the current time.

Fig. 1  Description of the UNSM process

   

Fig. 2 UNSM Mechanism and UNSM Device with CNC Turning Machine

Fig. 3 Variation of micro-Vickers hardness before and after 

UNSM for AISI1045

Fig. 4 Fatigue strength of AISI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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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micro-Vickers hardness before and after 

UNSM for AISI4137

Fig. 6 Variation of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UNSM for 

AISI4137

           (a)                           (b)    

Fig. 7 Variation of SPD depth from the surface, after 40N (a) 

and 100N (b) UNSM for AISI1045

Fig. 8 Rotary bending fatigue test before and after UNSM for 

AISI4137

  

Fig. 9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120N UNSM treated 

SAE52100 specimens

Fig. 10 Cantilever type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 (1) 

stopper, (2) counter, (3) weight, (4) specimen



Fig. 11 The cross-sectional ESBD observations of the UNSM 

treated (#3 large grain and #4 small grain) and untreated (#1 

large grain and #2 small grain) SAE52100 specimen

Fig. 12 Typical plane-view TEM images of planar 

microstructure of the top surface layer in the UNSM treated 

and untreated SAE52100 specimens

Fig. 13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UNSM for H13
Fig. 14 Rotary bending fatigue test results before and after 

UNSM for H13

Table 1 The effect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by UNSM treatment

Effects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Effects on mechanical performance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Greater than 1000MPa 

into depths of more than 2000 μm)

1. Improved HCF/VHCF life

2. Improved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3. Improved service life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Micro dimples surface

(Area: 1-10 μm2, Depth: sub micron, Pattern pitch: few μm)

1. Decreased friction loss

2. Improved wear life

3. Improved surface quality

Increased hardness

(into depths of more than 1500 μm)

1. Improved wear life

2. Improved HCF/VHCF life

Nanocrystalline structure

(Grain Sizes of 50-200nm into depths of 100 μm)

1. Improved LCF and HCF/VHCF life

2. Improved wear life

Table 2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strikes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UNSM for AISI1045

Processing method
grate 2000 

(mirror condition)

UNSM C1

34,000 strikes

UNSM C2

45,000 strikes

UNSM C3

68,000 strikes

Residual stress, MPa -20.5 -162.8 -244.1 -366.7

Surface hardness, Hv 225 325 410 435

Surface roughness, Ra 0.225 0.149 0.146 0.10



Table 3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before and after the UNSM 

UNSM for AISI4137                                              treatment for AISI512100

before   

UNSM

(mirror 

condition)

UNSM 

40N

UNSM 

70N

UNSM 

100N

Ra, μm 0.43 1.2 2.1 2.9

Rmax, μm 0.56 4.6 5.7 6.9

Surface hardness, 

Hv
340 360 377 388

Compressive 

residual stress,  

MPa

-300 -597 -650 -680
   

Specimens
Surface 

hardness, Hv

Surface 

roughness, 

μm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t top 

surface, MPa

Untreated 720 0.344 - 200

UNSM-100N 850 0.110 -1227

UNSM-110N 864 0.105 -1343

UNSM-120N 855 0.115 -1091

Table 5 Results of rotary bending fatigue test for SAE52100        Table 6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UNSM for H13

Stress

Level, 

MPa

Untr

eated
UNSM 100N

UNSM 

110N

UNSM 

120N

Cycles to failure

1300 3,800 10,200,000 4,400,000 620,000

1200 4,200 16,300,000 18,600,000 15,600,000
   

Processing 

method

Untreate

d

UNSM 

40N

UNSM 

60N

UNSM 

80N

Residual stress, 

MPa
-440 -810 -1200 -1400

Surface 

hardness, HRC
62 64 66 66

Surface 

roughness, µm
0.247 0.133 0.118 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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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cycle fatigue                                                                   

ABSTRACT: The torsion bars of commercial vehicles, wind turbines and military vehicles are important elements that work to maintain 
stability, performance, safety and convenience of passengers or operators. Nevertheless, commercial torsion bar must be changed periodically 
throughout service life. A novel surface technology named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 technology is applied onto the 

torsion bar made of DIN17221 in order to improve durability and torsion fatigue strength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presetting method with 
shot peening technology.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IN17221 material before and after the UNSM treatment are analyzed and compared. 
Torsion fatigue test was performed until 107cycles in order to verify the UNSM effects on fatigue strength. SEM observation of fracture surface 

is performed to investigate crack initiation and growth behaviors. 

1.Introduction

A suspension system is an important and critical element of 

a vehicle’s design. Regardless of the design, all suspension 

systems perform the same important functions such as 

supporting the weight of a vehicle and absorbing the forces 

generated by the movement and motion of the vehicle. 

Atorsionbaris a partof suspension system that is typically 

used in wheeled vehicles and on stationary systems such as 

wind turbine etc. Its purpose is to provide anti-roll or 

anti-twist (for stationary) resistance. It is intended therefore 

that the torsion bar would survive more than designed cycles. 

In case of commercial vehicles and wind turbines, these cycles 

are more than mega cycles. In case of military tanks it is 

slightly more than 45,000 cycles. However, currently torsion 

bar of commercial vehicles, railway carriages, and military 

tanks must be changed periodically due to stress relaxation 

and lack of durability. Nowadays,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urface texturing technologies such as micro shot peening, 

laser shock peening, deep rolling, cavitation peening, light 

plasticity burnishing, and ultra shot peening. They all 

improve the fatigue life of mechanical components.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is an emerging 

technology capable of improving fatigue strength as well.

In this study, UNSM technology was applied to torsion bar 

in order to confirm the improvement of torsion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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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Considering UNSM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possibility to existing presetting method with shot peening, 

DIN17221 torsion bar were processed with the UNSM 

treatment. In this study, low and high cycle fatigu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f the untreated and the 

UNSM-treated specimen.

UNSM TECHNOLOGY

The hard tip, usually tungsten carbide ball, is attached to 

the ultrasonic device. This ball strikes the surface of the 

specimen in 1.2 or 2.4 million times per minute and at 1,000 

to 100,000 shots per square millimeter as shown in Fig.1(a). 

Fig.1(b) shows the UNSM treatment process on CNC lathe. 

These strikes, which can be also described as micro cold 

forging, bring severe plastic deformation to the surface layers 

and thus induce nanocrystalline structure and big and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 These strikes also produce 

controllable micro-dimples on the specimen top surface, which 

improv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Each of these 

micro-dimples can serve as either a micro-hydrodynamic 

bearing in cases of full or mixed lubrication, a micro-reservoir 

for lubricant in cases of starved lubrication conditions and 

micro-dump for wear debris in lubricated sliding/rolling 

conditions [1~9]. The nonstructural modification of the surface 

layer can improve both the strength (hardness) and ductility 

(toughness) of the specimen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e 

well-known Hall-Petch theory. There are also several studies 

which showed a radical improvement in rolling contact wear 

strength and friction loss of SAE52100 bearing steel after 

UNSM treatment [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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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effects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anticipated effects on mechanical performance by the UNSM 

treatment are summarized in Table 1. Fig. 2(a) shows a 

schematic illustration of variation of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s in the surface layer by the 

UNSM treatment. Fig. 2(b) shows an example of actual 

variation of microstructure by the cross-sectional ESBD 

observation of the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of 

SAE52100.

2. Improvement of low cycle fatigue (LCF) of torsion 

bar by UNSM

Configuration of the torsion fatigue is shown in Fig. 3 and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is shown in Table 2. The 

process parameters of UNSM treatment are shown in Table 3.

Fig. 4 shows variation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fter 

UNSM treatment for DIN17221. The induce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is about 900 MPa till depth about 100 µm from 

top surface which is 2.46 times deeper than that (365 MPa) of 

current torsion bar made by presetting method with shot 

peening.

The torsion fatigue test was carried out by axial-torsion test 

machine as shown in Fig. 5 and their results were plotted in 

Fig. 6. The torsion fatigue lives of UNSM specimens with 

respect to the testing angles Δθ=1.4~18.8°, 1.4~20.9°, 1.4~23° 

were improved about 10 times, 7.2 times and 6.9 times, rather 

than those of untreated specimen, respectively.

Fig. 7 shows photographs of the torsion fatigue fracture 

surface of DIN17221 after UNSM treatment, observed 

macroscopically.

The fracture surface shows the fracture configuration of 

shear mode. The arrow of Fig. 7(c) indicates the origin of the 

initial crack, and Fig. 7(d), (e) and (f) are enlarged 

photographs of parts with square marked as illustrated in Fig. 

7(c). Ductile striations were indicated by lines in Fig. 7(d) and 

its width was approximately 1μm. Fig. 7(e) shows the IG 

(inter granular) fracture surface as one of brittle fracture 

mode. The area marked by arrow in Fig. 7(f) indicates the 

surface layer produced by the UNSM treatment from the 

surface to a certain depth.

3. Improvement of high cycle fatigue (HCF) of 

torsion bar by UNSM

Configuration of the torsion fatigue is shown in Fig. 8, 

which is made of the same material, but the dimension is 

smaller than Fig. 3, to carry out the HCF test. The process 

parameters of UNSM treatment are shown in Table 5. All 

parameters are the same with the Table 3, except UNSM load 

condition and hardness. After the UNSM treatment as shown 

in Table 6 and Fig. 9, the surface hardness (about 5%), surface 

roughness (about 40%),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bout 

30%) were improved rather than those of the untreated 

specimen.

The torsion fatigue test was carried out by the same 

axial-torsion test machine (Fig.5) and their results are plotted 

in Fig.9. With respect to various testing angles, the torsion 

fatigue cycles of UNSM treated specimens were improved 

remarkably at the long life range (Nf>10
5 cycles) about 10 ~ 

20 times longer rather than that of untreated specimen.

4. Torsion fatigue test of 1 Ton torsion bar

Fig. 10 shows the real torsion bars of 1 ton truck and Fig. 

11 shows the actual torsion bar test rig using Fig. 10 

specimen. In this actual torsion bar test, two kinds of 

specimens, the commercial method; the presetting method 

with shot peening treatment and the new method; the UNSM 

technology, were used. The fatigue lives of UNSM treated 

torsion bars under several stress levels were about 30% longer 

than that of the commercial torsion bar.

5. Conclusions  

After the above tests, it is shown that UNSM technology 

can increase torsion fatigue strength at LCF (high stress) and 

HCF (low stress) respectively. The current presetting method 

with shot peening can be replaced by the new UNSM 

method. The following points can be obtained from this 

study. 

(1) As a result of torsion fatigue tests at θ=1.4~18.8°, 

1.4~20.9°, 1.4~23° at LCF, the torsion fatigue cycles of UNSM 

specimens improved about 10 times, 7.2 times and 6.9 times, 

respectively. 

(2) As a result of torsion fatigue tests at HCF, the torsion 

fatigue cycles of UNSM specimens were improved remarkably 

at the long life range (Nf>10
5 cycles) about 10 ~ 20 times 

longer rather than that of untreated specimen.

(3) As a result of observation of fatigue fracture surfaces, 

specimens had a fracture configuration of shear mode. Ductile 

striations were observed and its width was about 1μm.

(4) In the actual torsion bar test, the fatigue lives of UNSM 

treated torsion bars under several stress levels were about 

30% longer than that of the commercial torsion bar.



Effects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Effects on mechanical performance

Deep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greater than 1000 MPa into depths of more than 2000 μm

1)Improved HCF life
2)Improved rolling contact fatigue life
3)Improved service life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Micro dimples surface
(Area: 1-10 μm 2,Depth: sub micron, Pattern pitch: few μm)

1)Decreased friction loss
2)Improved wear life
3)Improved surface quality

Increased hardness
(into depths of more than 1500 μm )

1)Improved wear life
2)Improved HCF life

Nanocrystalline structure
(Grain Sizes of 50-200nm into depths of 100 μm )

1)Improved LCF and HCF life
2)Improved wear life

                            (a)                                                      (b) 

Fig. 1:  Mechanism of the UNSM technology and device with CNC lathe

Remarks: F = Pst + Psin2πft, wherein F is the total striking force, Pst is the normal static load onto the tool, P is the amplitude 

of dynamical load, A is the amplitude, V is the speed (m/min), S is the feed (mm/rev), r is the ball radius, D is the specimen 

diameter, f is the frequency of oscillations, and t is the current time.

Table 1  The effect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by UNSM treatment

                                                                                            <Before UNSM>   <After UNSM>

                                                   (a)                                   (b)

Fig. 2 (a): Schematic illustration of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s in the surface layer by the UNSM treatment. (b); An 

example of the cross-sectional ESBD observations of the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of SAE52100.

Fig. 3:  Configuration of the torsion fatigue specimen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specimens (wt; %) DIN 17221

C Si Mn Cr V

0.47 - 0.55 Max 0.40 Max 1.10 0.90 - 1.20 0.10 - 0.20

Table 3: Parameters of the UNSM treatment process

Feed rate, mm/rev Amplitude, μm Speed, rpm Load, N Ball dia & material

0.07 30 100 40 2.38 mm (WC)

Table 4: Comparison of surface hardness and roughness before and after the UNSM treatment.

Before UNSM After UNSM

Surface hardness, HRC 61 63

Surface roughness, Ra, µm 0.6 0.24

Fig. 4: Variation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fter UNSM 

treatment for DIN17221

Fig. 6: Δθ -N curves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for 

DIN17221

Fig. 5:  Axial-torsion test machine (MTS 646 JUS)



Table 5: Parameters of UNSM treatment process

Feed rate, mm/rev Amplitude, μm Speed, rpm Speed, rpm Ball dia & material

0.07 30 50 40, 70, 100 2.38 mm (WC)

Table  6: Comparison of surface hardness, roughness and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the UNSM

Before UNSM UNSM 40N UNSM 70N UNSM 100N

Surface hardness, HRC 46.5 48.2 48.6 49.2

Surface roughness, µm 0.93 0.25 0.32 0.42

Compressive residual stress at 
surface, MPa

365.5 594.3 559.4 577.5

(a) macroscopic figures
(b) SEM micrograph of initiation site in 

torsional fatigue crack (×20)
(c) enlarged of figure (b) (×100)

(d) enlarged of figure (c) (×3000) (e) enlarged of figure (c) (×1000)
(f) SEM micrograph enlarged of figure (c) 

(×5000)

Fig. 7: Photographs of the fatigue fracture surface of DIN17221 specimen (after UNSM treatment)



Fig. 8: Configuration of the torsion fatigue specimen

Fig. 9: Δθ -N curves before and after the UNSM treatment for DIN17221

Fig. 10: Torsion bar for 1 ton truck Fig. 11: Torsion bar test rig (±4 KNm x 2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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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CF(>Mega cycle fatigue)와 표면처리기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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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VHCF( Very High Cycle Fatigue), HCF(High Cycle Fatigue), LCF(Low Cycle Fatigue), 표면처리기술, 압축잔류응력,    
           쇼트피닝, UNSM(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on), Fish eye crack, 

ABSTRACT: 여기서는 새로운 연구분야로 등장한 VHCF의 연구 분야의 중요성과 표면처리기술의 종류와 원리특징을 간략하게 소개 한
다. 또한 최근 개발된 UNSM의 원리, 특징, 그리고 각종 재료에 응용했을 때의 기계적인 특성변화를 비교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무관심한 VHCF에 적합한 피로 시험기를 소개하며 이 분야에 인적양성과 연구 분위기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1. 잔류응력의 형성기구

보가 탄성한계를 넘는 응력을 받으면 재료의 섬유부분은 하중

을 제거해도 일부의 영구변형이 생겨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탄성을 받고 있던 섬유부분도 

하중제거 후에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작용을 막게 될 것

이다. 이렇게 해서 보에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이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잔류응력은 구조물이 하중을 받았다가 제거한 후에 

남는 응력이다. 구조용 압연강과 같이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생

기는 잔류응력도 있다. 압연, 불균일한 가열 및 냉각 때문에 사

용 전에 이미 구조용 보에는 응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응력

을 잔류응력 또는 초기응력(initial stress)이라 하는데, 그 값은 

70 ~105 MPa에 이르는 수도 있다. 이 잔류응력을 없애려면 어

닐링(annealing) 처리를 해준다. 또한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을 형

성시켜 피로강도를 상승시키려는 표면개질기술(surface 

modification technology)이 최근 매우 중요한 연구 및 산업의 

응용분야로 되어가고 있다.

2. 압축잔류응력을 활용하는 방법

항공기 및 원전용 발전설비, 수ㆍ화력,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피로수명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은 선진국에서 독점적으로 수행

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기술조차도 핵심보안기

술로 취급하여 기술이전 논의조차 기피하고 있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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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수명은 굽힘이나 비틀림에 의한 피로파괴, 마모에 의한 

성능저하, 마찰특성 약화에 의한 성능 및 효율저하 등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개별적이거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및 학문 분야이기에 미 항공 기술 

분야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핵심기술개발과제중의 하나로 취급되

어왔다. 

 특수합금이나 열처리 등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술로 피로

수명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부가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피로

수명 특성이 주로 결정되어지는 표면층의 기계적 특성 개선을 

통한 피로수명 향상을 위한 기술이 표면처리기술이란 이름으로 

학문 및 산업분야에서 최근에 크게 발전해 오고 있다.

 표면처리기술 중에서도 쇼트피닝(Shot Peening, SP)이란 기

술은 가장 오랫동안 선진국에서 피로수명 향상에 가장 많이 응

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항공 및 자동차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전문적인 연구 활동도 부진한 것 같다.

 여기서는 이러한 피로수명 향상을 위해 선진국에서 개발한 

쇼트피닝을 비롯한 피닝 기술과 새로운 표면처리기술의 주요 응

용분야와 함께 소개한다.   

 

2.1 쇼프피닝(Shot Peening, SP)

SP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로 구형입자의 운동에너지

를 제품표면에 충격에너지로 변환 타격함으로써 표면층에 압축

잔류응력을 부가하고, 기계가공의 방향성을 제거하여 피로수명

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입자에 운동에너지를 부가하는 방법으

로 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왔다.

SP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항공기로서 제트엔진

의 터빈블레이드를 비롯하여 기어류 등 대부분 동력전달계통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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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강도가 문제되는 날개를 비롯한 스프링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자동차에도 엔진의 크랭크 축, 연결 로드, 미션(TM)등

의 구동계통의 피로수명 향상과 경량화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ㆍ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의 터빈 블레이드를 비

롯하여 정비주기 연장 및 수명연장에 필요한 구동 및 구조물의 

수명향상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피로강도향상이 

문제가 되는 방산장비와 응력부식이 문제가 되는 부품에도 사용

되고 있다.

Fig. 1는 Ni-Cr 합금강의 3가지 시험편 즉, 연마된 평활재, 노

치재, SP처리된 노치재에 대한 곡선에 나타내었다. 노치

재의 =1.76 이므로 피로수명에 매우 민감하면서 피로강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그러나 쇼트피닝(SP)처리를 하면 노치재의 피

로강도는 평활재와 거의 같다. 그러므로 SP처리에 의하여 노치

에 유익한 압축잔류응력이 생기면 노치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또 크롬도금만을 실시하면 피로강도가 장수명에서 급격히 감

소하지만 쇼트피닝 처리하면 상당량의 피로강도 손실을 회복시

킬 수 있다. 이렇게 크롬도금은 표면에 인장잔류응력을 형성시

키므로 피로강도가 감소하지만 쇼트피닝처리로 그 인장잔류응

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강도가 장수명 영역에서 많이 회

복되고 있다. 

2..2 새로운 피닝기술

(a) Fine or Micro Shot Peening

일본과 유럽에서 각각 개발 응용되고 있는 기술로 금속의 표

면에 40~400의 특수한 볼을 고속으로 분사시켜 보다 큰 압축

응력의 부가와 함께 추가적인 표면특성을 얻는 기술이다. 압축

잔류응력의 크기와 깊이가 기존 쇼트피닝 기술에 비해 아주 크

고, 표면 거칠기도 많이 향상된다.

(b) Laser Shock Peening(LSP)

미국에서 80년대 말에 개발된 특허기술로서 항공기 터빈분야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압축잔류응력

의 크기나 깊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얻고 있으나 표면층의 

열 변형으로 LSP처리 후 추가가공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Fig. 2

는 항공기 터빈브레이크에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c) Low Plasticity Burnishing(LPB)

볼 팁에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를 주어 소성변형을 야

기 시키는 기술로서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특허기술로 등장하여 

현재 항공기 터빈엔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Fig. 3은 LPB의 기본적인 구조와 항공기 터

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는 장면을 나타내었다.

(d) Deep Rolling(DR)

Fig. 4과 같이 LPB와 아주 유사한 윤리와 장치이나 독일에서 

특허 등록한 기술로 아주 큰 압축잔류응력을 부가하는 기술이지

만 소재의 표면경도의 한계와 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 Ultrasonic Shot Peening(USP) 

9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에서 개발 상용화한 기술로 Fig. 5와 

같은 초음파 진동 에너지를 이용한 피닝 기술이다. USP는 이동

식 장치의 제작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구조물의 보수나 탈

착이 어려운 대형장비를 현장에서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f) Water Jet Peening(WJP)

Fig. 6과 같이 피닝 입자에 운동에너지를 주는 매체를 공기에

서 액체(주로 물)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방법을 WJP이라 한다. 

원자력 발전소, 의공학, 첨단 분야에 이용하며, 물을 이용하므로 

유지비가 절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 및 분진이 없는 청정기

술이다.

(g) Cavitation Peening(CP)

기존 피닝기술과는 달리 충격에너지를 발생시켜 사용하는 기

술로 주로 일본에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다. 주로 

Water Jet를 이용하여 공동현상(Cavitation)을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고압의 에너지로서 압축잔류응력을 제품표면에 부가

시키는 기술이다.

3. 표면경도 향상 및 표면토포로지 변화 

피로강도 향상을 위한 개발 중 한 축을 이루는 분야가 표면

경도 향상을 통한 내마모성 개선이다. 도금, 확산, 증착, 용사

코팅 등 많은 표면처리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처리 시 얻어

지는 표면경도 형상과 관련된 특성은 다양하다. 표면 토포로지

(topology)만을 개질하여 마찰계수를 감소시키므로 마찰과 마

모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특징은 유체윤활(Hydrodynamic Lubrication)이나 탄

성유체윤활 경계나 혼합영역에서 마찰계수를 줄이는데 표면에 

레저(Laser)나 전자 빔(Electro-Beam)이 이용되고 있다.   

4. 초음파 나노표면개질(UNSM)

4.1 UNSM의 원리

초음파 나노표면개질(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기술은 한국의 특허기술로 초음파 진동을 응용

하여 아주 큰 정적 및 동적하중을 갖는 볼을 일초에 20,000~ 

40,000번(단위면적당 1,000~10,000/mm
2) 금속의 표면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금속표면은 SPD(Severe 

Plastic Deformation)이 발생하여 표층부의 조직을 나노 결정조

직으로 개질함과 동시에 아주 크고 깊은 압축잔류응력을 부가

하는 기술이다. 

UNSM 기술은 'Green Technology'로 수년 전부터 철강산업, 

목재 및 제지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산업용 나이프에 적용되어 

내구수명을 100%이상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는 고 강성/

장 수명 및 저 발열/저 마찰손실 베어링 제작 분야와 수ㆍ화

력 발전설비 수명연장분야 및 각종 기계의 경량화에 응용, 확

대하고 있다.



4.2 압축 잔류응력의 형성

Fig. 7은 공구강(SKD61)과 SCM435강에 UNSM 처리 전후 정

적압력()에 따른 압축잔류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UNSM 처리전은 -400MPa의 깊이가 거의 없는 잔류응력이 형성

되어 피로강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UNSM 처리 

후에는 -1400MPa ~ -800MPa의 깊이가 150m까지 형성되어 

피로강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고 유효 깊이 350m에서 서

서히 잔류응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깊게 크게 형성된 압축

잔류응력은 공구나 부품의 피로강도와 경량화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4.3 미소 딤플의 형성

Fig. 8은 SUJ2 베어링강의 UNSM 처리 전후의 SEM사진으로 

(a) 표면 거칠기가 크고 (b) UNSM 처리로 균일한 표면조도의 

형성과 마이크로딤플의 형성을 구현 할 수 있었다. Fig. 9는 Fig. 

8과 같은 시편의 3차원 표면 토포로지의 예로서 (b) 쪽이 균일

한 표면형성을 나타내었다.

4.4 나노 구조(Nano Crystal Struture)의 형성

Fig. 10은 공구강(SKD61)의 UNSM 처리 전(a)의 SEM 사진의 

예를 나타내고 (b)는 UNSM 처리로 SPD가 형성된 예이다. 이 

표면의 소성변형으로 표면조직이 나노구조를 형성하였고 아몰

퍼스(amorphous)로 된 예를 Fig. 11의 TEM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다.

4.5  피로강도향상

Fig. 12과 같이 SKD61 공구강에서 UNSM 처리를 실시하면 

처리전보다 =-1인 회전굽힘 피로한도가 20~25% 이상 향상되

는 예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효깊이가 큰 압축잔류응

력이 주된 원인이고 표면층의 나노조직화와 표면경도 향상이 부

수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4.6 마찰계수 저감 및 내마모성 향상

SKD61강을 Pin-On-Disc 시험기로 마모시험과 마찰계수시험

을 실시한 결과, UNSM 처리 후의 시편이 마모량은 1/27정도이

고 마찰계수도 1/2로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층

의 Micro Dimples 효과와 표면경도에 의한다.

4.7 응용 분야

현재 UNSM 기술이 Green Technology로서 가장 활발히 활

용되고 있는 분야는 철강산업, 제지산업 및 목재산업에 사용되

는 산업용 나이프분야이다. 특히 철강분야의 소재가 고장력강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00%이상 수명이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베어링의 내외륜에 UNSM 처리를 하여 Rolling 

Contact Fatigue와 마찰계수를 저감함으로써 베어링의 

Dynamic load rating을 10%이상 향상시키며 이를 중장비용에 

사용되는 대형 Angular Contact Bearing과 자동베어링 등과 

각종 부품의 경량화에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생산공정을 

줄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UNSM은 압축잔류응력, 표면경도 향상, 나노구

조, 마찰계수저감을 위한 마이크로 딤플, 표면 토포로지를 동시

에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Fig. 13과 같이 기존의 표면처리기술

(SP, LSP, DR, USP 등)과 비교하여 UNSM이 피로강도와 기계

적인 특징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5. VHCF(Very High Cycle Fatigue)

피로파괴(fatigue fracture)는 산업적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과도 직결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초고속화 시

대의 적합한 축재의 피로강도 향상 및 신뢰성 향상의 요구가 나

날이 증대되고 있다. 즉 초고속화, 초경량화, 초내구성, 초신뢰성

을 갈구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초장수명피로인, 

VHCF (10
9
 사이클 피로, 기가 사이클 피로)의 설계 자료를 취

득, 정량화하는 시너지효과는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산업기반의 

기술자료로 고속화 산업발달에 공헌할 것이다. 

 종래의 피로한도를 구하는 10
6～107 사이클의 피로자료로는 

초고속화 시대에 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초고속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VHCF 2004(일본), VHCF 2007(미국) 

등을 비롯한 여러 국제학술 대회에서 10
9 사이클 피로 즉 VHCF

에  관한 연구가 선진국에서 새로운 연구 분야로 많은 인적자원

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어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Fig. 14에는 SKD-61의 HCF 피로수명영역에서의 표면균열 

발생형 파괴의 예를 나타내고 Fig. 15에는 SKD-61의 초장수명구

간인 VHCF에서 내부균열 발생형 파괴인 fish eye(어안) 균열의 

예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피로수명영역에 따라 SEM으로 관

찰된 파면상의 특징이 달라진다. 

 Fig. 14와 Fig. 15의 아래쪽 사진은 균열발생점의 SEM 확대

사진이고 Fig. 14는 표면상의 작은 흠집에서 피로균열 한 개가 

발생하여 성장한 경우이며, 또한 Fig. 15는 내부의 게재물

(inclusion)에서 생긴 fish eye crack이 파면에 관찰되며 오랜 시

간 동안 성장하였으므로 검은색인 fish eye처럼 파면에 나타나

고 있다.

Fig. 16은 SNCM 439강의 초장수명 S-N곡선의 예를 나타내며, 

HCF곡선과 VHFC곡선으로 된 이중 S-N 곡선의 예이다. 또 이

러한 동일 응력레벨에서 많은 시험편의 수명은 통계적으로 처리

하므로 보통 P-S-N선도이라 한다. 그러나 응력 1,600MPa 이상

은 저사이클(LCF)영역이므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았다. HCF에

서는 피로한도를 staircase법으로 계산해서 σw =1,000 MPa 정

도이며, HCF영역에서는 표면균열 발생형의 기울기는 VHCF의 

초장수명 영역의 내부균열형 파괴형의 기울기보다 크다. 또 

HCF의 수명영역의 분산도는 VHCF의 초장수명 영역보다 그 폭

이 좁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HCF 영역에서는 내부균열 발생형

의 파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VHCF 영역에는 대

부분 내부형 파괴형태 이지만 극히 드물게 표면균열 파괴형(Fig. 

14)도 생긴다. 이 그림과 Fig. 12의 종래의 S-N곡선과의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6. 피로시험기 소개

회전식 굽힘피로시험기가 S-N곡선을 얻는데 매우 편리하다. 

이 굽힘피로시험기는 오노식 회전식 굽힘시험기로 Fig. 17과 같

은 타입이 종래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험편 chucking시 많

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진동도 많지만 10
9실험에 소요되는 시

간이 너무 길다. 이러한 VHCF (10
9사이클 피로시험)에 유용한 

피로시험장비는 Fig. 18과 같은 Cantilever식 4축 동시 구동식 

회전굽힘시험기가 가장 적합하며 국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4개 시험편을 동시에 피로시험하여 시간을 크게 절약 

가능하며 시험편을 chucking하는데 매우 간편하며 진동, 소음도 

매우 적다. 또한 시험기의 가격도 Fig. 17과 다른 방식보다 매우 

저렴한 편이다. 

초음파공진(Ultrasonic Resonance) 피로시험기, 압전 (Piezo 

-electric) 피로시험기, 전자기(electromagnetic) 피로시험기가 개

발되고 있지만, 고속시험에 따른 속도영향과 온도상승에 관계되

는 검토가 별도로 필요한 단계로 미래에 유용한 장비이다. 국내

에는 본 연구실에서 2대의 4축 피로시험기를 보유하여 VHCF에 

관한 연구를 다년간 실시하여 VHCF 2004(일본), VHCF 2007(미

국)에 이어 VHCF 2011(독일)학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 용

도의 시험편은 아직 ASTM 혹은 ISO 등의 국제규범이 형성되지 

못했지만 대체로 HCF용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7. 결론

여기서 표면처리기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고, 새로운 

UNSM은 다른 표면처리기술보다 효과적인 압축잔류응력, 표면

경도향상, 나노구조, 마찰계수저감을 위한 마이크로 딤플, 표면 

토포로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며 VHCF에서 특히 피로강

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VHCF 피로

시험에 장점이 있는 편리한 피로시험기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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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N curves show the effect of shot peening(SP)

(X): notch without SP (■): smooth without notch (●): notch 

with SP

Fig.2 Application of Laser Shock Peening(LSP) to turbine 

blade



            

Fig.3 Principle of Low Plasticity Burnishing(LPB) Fig.4 Principle of Deep Rolling(DR) and it's application

   

Fig.5 Principle of Ultra Shot Peeing(USP) Fig.6 Principle of Water Jet Peening(WJ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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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435 after UNSM 10kgf

Fig.8 SEM observation of surface variation before and after the UNSM of 

SUJ2

(a) surface roughness(Ra=0.19) before the UNSM(micro cracks initiated)

(b) surface roughness(Ra=0.1) after the UNSM(micro cracks formed)

Fig.7 Variation of compressive residual stress before and 

after the UNSM treatment of SKD61 and 

SCM435



 

(a) Before UNSM                  (b) After UNSM 
 

Fig.9 Variation of 3D surface topology before and after UNSM

Fig.13 Schematic diagram shows the relation of 

surface plasticity and compressive residual stress. 

UNSM treatment belongs the best condition 

compared with SP, DR, LSP, WP, and USP

              (a) before UNSM,                      (b) after UNSM

Fig.10 SEM photo shows the chang of microstructure before and after UNSM

Fig.11 TEM photograph of planar 

microstructure

Fig.12 S-N curves of SKD61 before and after UNSM. Fatigue limit 

was increased about 20% by UNSM treatment
Fig. 16 P-S-N curves of SNCM439 include LCF, HCF and VHCF.



Fig. 14 Surface crack origin type fracture
Fig. 15 Internal/inside crack origin type fracture; fish eye crack 

formed

Fig. 17 Ohno type rotating bending fatigue tester (Shimazu, 

H5)

Fig. 18 Cantilever type rotating bending fatigue tester 

(Yamamoto YRB200)

  



박스 거더의 손상시 잔류 최종 굽힘 강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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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box girders 

when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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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urate estimate of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hull girders is an important task in ship structural design to ensure 

the structural safety when damaged due to collision and/or grounding.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residual ultimate bending strength of 
rectangular box girders when damaged. For this purpose, preliminary numerical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for a box girder model with changing 
damage level, which will be tested. As far as the present numerical analysis results are concerned, damage of bottom structure does much reduce 

the residual bending strength as it can be easily expected. Meanwhile damage of side structure doest not much affect the reduction of ultimate 
bending strength. This finding will be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and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real ship models.

1. 서    론 

선박의 설계수명 동안 어떠한 조건에서도 선박은 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유지보

수 등 각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용하여 선박이 설계 

수명 동안 안 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선 회연합(IACS)가 

2006년 4월 1일부터 탱커  벌크선에 강제 용한 

CSR(Common Structure Rule, 공통구조규정)이 표 이며 

한 최근에 들어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선 회연합

(IACS)에서는 선체 구조설계 시에 보강 의 최종강도를 고려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측면에서 선박을 좀 더 

안 하게 하기 한 많은 노력들이 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 에서도 우리는 선박에 의한 기름유출사고의 60%가 선

박의 좌 나 충돌에 의한 것(ITOPE[2007])임을 알 때, 선박의 손

상 시에 한 안 여유를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상에 비한 안 여유를 설계단계에서 많은 값을 용한다

면 선박은 안 할 것이나 경제 인 측면에서는 매우 비효율 

일 것이다. 이런 비효율 인 면을 피하고 합리 인 손상에 한 

여유 값을 가지도록 하기 해 손상의 치  정도에 따른 잔류

최종강도를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서 국제 

선박해양 구조물 회의(ISSC)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손상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른 최종강도의 변화

이주성: 울산 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 학교 조선해양공학부

052-259-2162  jslee2@mail.ulsan.ac.kr

를 정량화 하고 잔류최종강도를 얻고자 선체 앙단면을 단순

화 한한 박스형 거더를 모델로 선택하여 선행 으로 

MSC/PATRAN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ABAQUS를 이용한 해

석& 계산을 수행하 다.

2. 해석모델 선정  손상정도의 정의

본 해석의 모델은 Fig. 1에서 나타난 4  굽힘 실험 한  

선행  해석을 해 실험 모델과 동일한 형태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선정된 박스형 거더는 선체 단면을 이상화 하고 앞으

로 진행될 실험기구의 치수와 최  하  범 를 고려하여 Fig. 

2와 같은 단면으로 결정 되었다. 한 박스형 거더는 실험에 

사용될 Loading Frame의 용량을 감안하여 본 연구실에서 개

발된 최종강도 계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부 치수를 결정하

다.

Fig. 1 Four point bending tes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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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통해 결정된 모델의 단면을 Fig. 2에 보 다. 보는

바와 같이, 단면의 가로×세로는 B×D=220×150mm이고, 과 

보강재의 두께는 모두 2mm이며, 보강재의 높이는 20mm이다.

Fig. 2 Dimension of intact model

손상된 부분의 물리 인 양에 따른 잔류최종 강도를 알아보

기 해 모델의 손상 부 는 크게 선박의 충돌시의 괴와 좌

에 의한 괴를 고려하여 Fig. 3과 Fig. 4와 같이 괴부 를 

잘라낸 형태로 Girder의 Side와 Bottom으로 나 었으며, 손상

치와 손상의 정도를 Table 1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 다. 

Table 1에서 ‘Side damage-1,2와 3’은 Fig. 3에 보인 측면부 가 

손상된 경우인데, 손상의 정도를 손상비(damage ratio) 

로 표시하 다. 여기에서 는 손상 깊이(dent of damage)이고 

는 횡늑골 간격(Transverse frame space)이다. ‘Breaking'은 

단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Bottom 부분은 Fig. 4에 보인 부 가 

단 된 경우만을 다루었다.

유한요소해석을 해 상 모델을 4  사변형 요소로 모

델링하 다. Fig. 5에 ‘Bottom damage'의 경우에 한 해석 모

델을 시하 다.

State   Damaged area(mm2)

Intact 0 Intact

Side damage-1 0.05 50x50

Side damage-2 0.15 50x50

Side damage-3 Breaking 50x50

Bottom damage Breaking 100x50

Table 1 Categorization of analysis model 

3. CSR에 의거한 최종강도 계산방법

3.1 비손상시의 방법

본 연구에서 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값들은 모멘트 증분에 따

른 앙단면에서의 X축에 한 곡률 과 각 유한요소에서의 

길이방향 응력 이다. 얻어진 결과들은 아래에 설명될 CSR에 

따른 앙단면에서의 y축에 한 곡률 와 각 유한요소에서의 

길이방향 응력 이다. 얻어진 결과들은 아래에 설명 될 CSR에 

의거한 최종강도 계산방법에 의해 해석모델의 최종강도를 얻어

내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3 Location of damaged area on left side shell

Fig. 4 Location of damaged area on bottom plate

Fig. 5 Example of damaged model in bottom shell



1) 모멘트 증분에 따라 각 단계가 형성이 되고 각각의 단계에

서 선체 앙단면에서 각 요소의 곡률을 얻어낸다.  

2) 증분의 각 단계에서 축 방향 변형률을 얻기 해 곡률이 

얻어지는 요소로부터 립축까지의 거리 와 요소에서 얻은 

곡률 을 곱하면 각각의 요소의 변형률  을 얻을 수 있다.

     ×
                                         (1)

3) (1)식에서 얻은 변형률을 아래의 Fig. 6의 응력-변형률 선도

를 이용하여 각각의 요소의 응력  을 구한다. 인장상태인 부

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6의 (a)와 같이 완  탄소성으로 

가정하 고, 압축상태인 부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6의 (a)

와 같이 가정하 다. 와 는 각각 재료의 항복응력과 압축

최종강도이다. 각 요소의 응력을 얻어 낼 수 있으므로 각 요소

의 면 에 작용 응력을 곱하여 요소에 작용하는 하  을 얻

어 낼 수 있다.

    ×   ×                                    (2)

여기에서,    = 요소크기  = 의 두께

Fig. 6 Stress strain relationship in CSR

4) 각 요소에 작용하는 하   에 립축으로부터 요소까지

의 거리 을 곱하여 요소에 작용하는 모멘트  을 계산하고, 

단면에 있는 모든 요소에 해 더하면 작용하는 모멘트 을 

얻어 낼 수 있다.

  




  ×
                                    (3)

여기에서 N은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의 수이다.

5) 특정 단계에서 얻어진 모멘트가 다음 단계에서 얻어진 모

멘트보다 작다면 1)부터 다음 증분단계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크

다면 특정 단계에서의 모멘트 값이 구하려고 하는 구조의 최종 

모멘트, 즉 최종강도가 된다.

3.2 손상시의 방법

모델의 비손상시에 립축은 폭 방향으로 일정한 값을 가진

다. 반면 손상 시 모델은 충돌과 좌 로 인한 Bottom과 Side 

shell의 손실  변형에 의해 립축은 폭 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손상 시 모델에서 최종강도를 얻어 낼 때에는 립축

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소개된 최종강도 계산과정에 2)과정에서 값이 모델 

폭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 정도를 계산하기 해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된 립축을 계산하 다.

1) 모델의 앙좌표 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은 모델

의 폭 방향을, 은 모델의 깊이 방향을 의미한다.

2) 립축은 1)과정에서 결정된 앙좌표를 기 으로 손상정

도에 따라 기울어진다. 그 기울기는 y축의 성 모멘트 와 z

축의 성모멘트   그리고 y축과 z축에 한 성 곱(product 

of inertia) 을  아래의 식(4)에 입하여 얻을 수 있다.

 





                              (4)

여기에서

 ∑ ×                                      (5)

 ∑ ×                                      (6)

 ∑ × ×                                (7)

이다. 과 은 립축에서 각 부재의 심까지의 거리이

다. 는 손상에 의한 감성의 감소를 고려한 등가단면 으로

서 아래의 식 (8)과 같이 정의된다(Yoshikaea et al,. 2010).

  


×                                         (8)

여기에서,

   : 손상에 의한 강성의 감소를 고려한 등가단면

 :  손상상태의 응력

 :  비손상상태의 응력

 A :  부재의 단면

4. 해석 결과  분석

Fig 1에서 보듯이 실험 모델은 순수 굽힘 상태에 있다. 따라서 

해석을 한 모델링 한 양쪽에서 일정한 곡률을 가하여 순수 

굽힘 상태가 되도록 모델링하 다. 그리고 모델 앙을 기 으

로 칭이므로 모델의 앙부분을 기 으로 한쪽만 해석을 수행

하 고 유한요소의 크기는 5mm일정한 사  요소로 설정하

다. 

모델의 한쪽 끝에서 차 모멘트를 증가시키면 각각의 요소 

상응하는 모델의 곡률과 응력이 발생한다. 얻어진 값들을 앞 

에서 소개된 CSR에서 제시한 최종강도를 구하는 방법을 통

해 각각의 Case에 하여 Fig. 7에 무차원화 된 곡률, 

과 무차원화 된 굽힘모멘트 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는 y축에 한 굽힘 시 단면에서의 응력이 처음으로 항복

응력에 도달 할 때의 곡률인 소성 곡률(plastic curvature)이고, 

는 y축에 한 단면의 소성굽힘모멘트(plastic bending 

moment)이다.



Fig. 7 Bending moment-curvature curves

 결과에서 곡률변화에 따른 립축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

았다. 다만 모델의 top부분에 발생하는 좌굴을 고려하여 결과

를 도출하 다. 

그래 를 통한 결과로부터 손상을 입기 인 Intact상태에서 

보다 손상을 입은 후의 최종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한 측면 구조의 손상보다는 Bottom 구조에서의 손상

의 경우에 최종강도 손실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각 손상의 경우의 최종 굽힘 모

멘트를 단면의 소성굽힘모멘트로 무차원화 시킨 값과 Intact상

태의 최종강도를 기 으로 한 최종강도의 감소 비율을 아래 

Table 2에 정리하 다. Table을 보면서 손상의 치  정도에 

따른 최종강도의 감소율이 앞선 Fig. 7에서 보인결과와 마찬가

지로 측면 구조 손상의 경우에서는 감소율이 작고 Bottom 구조 

손상의 경우에서 감소율이 상 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ottom 손상의  경우 단면의 손상  립축에서 먼 치의 부

재가 손상되었기 때문이고, 손상 된 측면 부재는 손상  립

축에서 부터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State  Reduction rate(Percent)

Intact 0.846 0

Side damage-1 0.825 2.4

Side damage-2 0.816 3.5

Side damage-3 0.805 4.8

Bottom damage 0.713 15.7

Table 2 Reduction rate of Ultimate Strength

5. 결    론 

 본 연구에서 순수 굽힘 모멘트를 받는 Box형 Girder에 하여 

비 손상상태와 손상상태, 손상의 치와 그 정도에 따른 최종 굽

힘 강도의 변화량을 정량화 하고자 실험에 앞서 ABAQUS를 통

해 해석을 수행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손상의 치에 따른 최종강도의 변화율을 ABAQUS를 이용

한 해석을 통해 그 값을 얻어 낼 수 있었다.

2) 비 손상 모델에 비하여 손상모델의 최종강도는  가 증

가할수록, 즉 충격에 의한 변형이 클수록 감소하며 Side shell의 

손상보다는 Bottom에서의 손상이 최종강도 감소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Side shell의 요소가 bottom의 요

소보다 Intact 상태의 립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최종강도에 그

리 큰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향후, 모델의 Aspect ratio 변화에 따른 최종강도 감소율의 

변화를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 할 것이며 동일하게 모델을 제작하

여 실험을 수행하여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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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regarding ship-building; The longi. knuckle standard which occurs at shell block butt is different for each shipyards. 

Most of standard is based on the experience of actual ship, this standard has become debatable according to owner's inclination. So additional 
task is caused, which is that install reinforcements from mounting steps, and so on. Hence, we perform strength assessment according to angle 
of shell longi. knuckle.  

 First, in order to identify structure which has shell longi. End part knuckle form of structural behavior, we carry out structural analysis by 
selecting part of double bottom shell longi. End structural member in cargo hold area, using design base of actual ship. And then, we compared 
with the analyzed results of simplicity model based on actual ship data with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rule criterion.

 In the end, we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design criteria about shell longi .knuckle by considering field work variables which are longitudinal 
bending & twisting, block assembly and mount degree and results of analysis.

1. 서    론 

선체 최외각의 3차원 곡면 에 Block 단 로 Arrange되는 

Shell Longi.는 배치 특성상 앞, 뒤 Block의 경계조건과 Girth 

Length 차이로 인해 Block Butt.부에 Knuckle을 수반한다. 

이러한 상은 Longi. 비틀림, Block 조립  탑재 정도 등의 

작업 변수에 따라 실제 물은 설계 계산값과 다소 차이가 있

다.

설계측면에서 Longi. Knuckle에 한 별도의 기 이 있으나 

조선소마다 상이하고, 부분 실 선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선주 성향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어 탑

재 단계에서 보강재 설치 등의 추가작업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Shell Longi. Knuckle 각도에 따른 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합리

이고 타당성 있는 설계 기 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Knuckle 형상을 갖는 Shell 구조물의 구조

 거동을 악하기 하여 실 선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Double Bottom 구역 Shell Longi. End 부재 구조의 간이모델을 

생성한 후 구조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임형균 : 울산 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786   lhk@hmd.co.kr 

2. 실 선  모델 형상 

본 연구에서는 실 선인 82K와 37K Bulk Carrier Bottom 

Shell 구역을 선택하여 Fig. 1과 같이 CATIA(V5R18)를 이용 하

여 3-D 모델링을 하 으며, Shell Longi. Knuckle부재의 구조를 

검토하기 해 Knuckle 각도에 따른 Longi. Web Depth(dw)를 

250, 300, 350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델링을 수행 하 다. 

 

Fig. 1 3Dimension mode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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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No. Material
Longi. Size 

[mm]

Case 1 6061 HT32 250×90×12/16

Case 2 S046 Mild 300×90×13/17

Case 3 S046 Mild 350×100×12/17

Table 1 Principle dimensions

dw
[mm]

Plate Thk
[Net]

Span
[mm]

Space
[mm]

Case 1 250 13.5 2,460 845

Case 2 300 18.0 2,260 840

Case 3 350 14.0 2,460 840

Table 2 Principle dimensions

Shell Longi. Knuckle Angle(Θ) :  1 ~ 4 degree

Young's Modulus  :  E  =  206 kN/mm2

Poisson’s ratio :  υ = 0.3

Yield Stress(σY) :  Mild  :  235 N/mm2

HT32 :  235 / k ,    k = 0.78 

 

3. 경계 조건  용 하

간이 모델의 경계 조건은 Fig. 2와 같이 Shell Plate X, Y ,Z 

방향 변   회 에 하여 구속 하 으며 간이 모델에 용

된 하 은 Fig. 3과 같이 Cargo Hold Bottom 구조물에 가장 크

게 작용하는 Sea Pressure만을 고려하 다. 한, Dynamic 하

을 고려하여 실 선의 Hull Scantling(Yielding) 용하 과 동일

하게 용 하 다. 각 Case 별로 용된 하 과 하 조건은 

Table 3에 정리하 다.

Fig. 2 Boundary conditions

Fig. 3 Application Loads

Frame
No.

Longi.
No.

dw
[mm]

Pressure
[kN/m2]

Loading
Condition

Case 1 80 15 250 181 Homo/F2

Case 2 165 8 300 247 NB/H1

Case 3 165 15 350 246 NB/H1

Table 3 Application Loads

4. 강도 기  

Shell Longi. Knuckle 각도에 따른 응력 변화 추이를 알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 이나, 구조해석 결과와 선 에서 

요구하는 허용응력 기 치를 Table 4와 같이 비교해 으로써 

실 선 자료를 이용한 간이 구조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Member 
Type

Stress Type
Stress Values
(N/mm2)

Remark

Longi. 
Member

Nominal Local 
Bending Stress

160 × f1

f1 : Material
  Factor

Mild : 1.0
AH32 : 1.28
AH36 : 1.39

Nominal 
Shear Stress

90 × f1

Combined Local 
Bending Stress

235 × f1

Table 4 Permissible Stresses 



5. 해석 결과

dw
Knuckle
Angle

(Θ)

Von-mises 
Stress

(N/mm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250

1 170.0 175.0 8.9 3.4 94.1

2 174.0 178.0 15.7 11.3 91.3

3 195.0 215.0 23.5 16.4 105.0

4 201.0 217.0 19.0 12.4 101.0

Table 5 Structure analysis result of Case 1

Fig. 4 250 I.A stress 

 

  

          

Fig. 5 Structure Analysis Result of 250 I.A in Knuckle      

        2 degrees 

dw
Knuckle
Angle

(Θ)

Von-mises 
Stress

(N/mm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250

1 146.0 142.0 13.3 7.5 73.5

2 153.0 152.0 17.3 7.1 74.8

3 181.0 192.0 32.6 10.2 98.2

4 186.0 199.0 30.1 13.3 101.0

Table 6 Structure analysis result of Case 2

Fig. 6 300 I.A stress 

   

          

Fig. 7 Structure Analysis Result of 300 I.A in Knuckle      

        3 degrees 



dw
Knuckle
Angle

(Θ)

Von-mises 
Stress

(N/mm2)

Normal Stress
(N/mm2)

Shear  
Stress
(N/mm2)

xσ yσ zσ xyτ

250

1 161.0 156.0 3.9 3.1 86.3

2 161.0 158.0 18.5 4.0 82.7

3 181.0 188.0 26.0 10.0 97.0

4 182.0 198.0 26.7 16.4 97.9

Table 7 Structure analysis result of Case 3

Fig. 8 350 I.A stress 

   

       

Fig. 9 StructureAnalysis Result of 350 I.A in Knuckle       

        2 degrees 

  6. 결    론   

 Block Butt부 Shell Longi. Knuckle 부재의 각도 변화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해석결과 Web depth(dw)가 250, 300, 350인 모든 Case에서 

구조물의 하 에 한 Stress는 Knuckle각 2도와 3도 사이에서 

Stress가 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본 연구의 구조해석 결과와 선박 운항 에 발생되는 구조

물의 피로강도, Longitudinal Bending & Twisting 등의 가공작업, 

Block 조립  탑재 정도 등의 장 작업변수를 고려할 때 기

설계 단계에서 Shell Longi. 정의시 Block Butt부 Knuckle을 2도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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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멤 인용 강화 폴리우 탄의 극 온 거동 연구

 

심천식․송창용․송하철․장철웅(목포 학교)

In the context of structural performance on LNG hold,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insulation material 
are considered a critical design factor. This paper presents the cryogenic behavior of the reinforced 

polyurethane foam (RPUF) adapted for the insulation material of membrane type LNG carrier. Cryogenic 
experiment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n the actual RPUF specimen. Forced 
convection analysis (FCA)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FEM) is also performed on the specimen and the 

FCA results a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The verified FCA is applied to review the cryogenic 
phenomenon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density of R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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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ntermittent welding 단속용 , Fillet welding 필렛용 , Thermo elasto-plastic analysis 열탄소성 해석, 
Weld-induced deformation 용 변형 

ABSTRACT: As it is well appreciated, welding is the most important fundamental process in manufacturing marine 
structures. Weld-induced deformation is, however, inevitable due to non-uniform distribution of temperature during welding. 
The deformation due to welding is one of the principal obstacles in enhancing th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procedure 

of marine structures. And this should be much mor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case of thin blocks found in the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ormation control of thin panel blocks. Up to the present, several methods for 

deformation control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illustrate the usefulness of methods, welding tests and thermo 

elasto-plastic analysis have been carried out for two methods for deformation control. The effect of deformation 

control method has been examined in this paper.

1. 서    론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건조에 있어서 합 방법으로서 용

이 단히 요한 작업과정이라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열과 냉이라는 열싸이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그  요한 것이 용 으로 발생되는 변형이

다. 이러한 용 변형은 선박의 외 상 불량은 물론 구도 강도

하 등의 요인을 발생시킨다. 최근 선박에 있어서 박 의 사

용이 증 됨에 따라 박 의 용  변형의 제어가 더욱 요시 

되고 있다. 이는 갑  등 선박의 상부구조에서의 박 사용은 

복원성을 좋게 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큰 장 을 가

지고 있으나, 박 은 열 달 특성상 후 에 비해 용 시 열

향부가 넓고 의 강성이 상 으로 낮아서 불균일한 용 입

열에 의해 좌굴변형이 빈번히 발생한다(김상일 등 1999). 이러

한 용 변형은 구도 강도 하와 외 상의 불량은 물론,  조

립단계 이후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추가 인 변형과 이에 기인

하여 발생되는 교정 작업 시수 등 생산성 하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이주성, 2004). 

박  블록의 변형을 감소시키기 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

안되었는데, 그  하나가 단속용 (intermittent welding)이다. 

기 이나 수 성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에 해 구조 안 성 측

면에서 허용 수 이상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속용

(continuous welding) 보다 단속용 법을 용하면 입열량의 

폭 인 감소로 용 변형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할 수 있다. 단속용 법을 용한 이러한 용 변형의 

감소에 해서 최근 한(2010)이 정량 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  평블록 필렛 용 에 단속 

용 을 용할 시 Pitch의 크기에 따라 발생되는 용 변형 특성

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열탄소성 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통

해 각 용  Pitch의 크기에 따른 변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Pitch 크기에 따른 용 변형의 감소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서는 범용 유한해석 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 고, 비선형 열 달 문제를 풀어 온도분포의 

시간 이력을 계산한 다음, 그 결과를 열하 으로 입력하여 탄소

성해석을 수행하는 2단계 해석법을 용하 다.

2. 해석 모델  조건 

본 연구에서는 두께가 각각 5와 6mm인 과 두께 6mm인 

랫바형 보강재를 사용하여 각 모델의 용 변형 특성을 알아보기 

해 Table 1과 같이 각각의 모델을 정의하고 크기를 나타내었

다. Model C는 연속용  모델이고, P80, P100, P120과 P140은 

단속용  모델이다. 단속용 시 각 용 장의 크기는 80mm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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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뒤의 숫자는 80mm 용  후 용 을 하지 않는 구간 즉, Pitch

를 의미한다. 를 들어, P120의 경우 용 장이 80mm이고 Pitch

가 120mm인 경우로서, 4개의  Pitch간격을 주어 Fig. 1과 같이 

11구간으로 이루어진 one side 단속 용 에 해 수치해석을 수

행하 다.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용 조건은 Table 2에 보 다.

Model
Plate

L×B× t
[m m ]

Stiffener
L×h× t
[m m ]

P80 880×300
5

880×60×6
6

P100 980×300
5

980×60×6
6

P120 1080×300
5

1080×60×6
6

P140 1180×300
5

1180×60×6
6

Table 1 Model size

Fig. 1 Analysis Model P80

Table 2 Welding conditions

Current I [A]     150

Voltage V [V]     21

Welding Speed v [mm/min]     200

Shielding gas     CO2

Tip distance [mm]     10

No. of passes     1

Wire diameter[mm]     1.2

3. 열탄소성 해석

열탄소성 해석은 이론 으로 열 달 문제와 열변형 문제가 연

성된 형태이나 변형량이 의 다른 치수들에 비해 상 으로 

크지 않은 경우 의 기하학  형상 변화가 열 달 문제에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열 달문제와 열변

형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 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주성 등 2003). 

즉, 열 달해석을 통해 열원이 통과하는 과정의 온도분포를 각 

time step에서 계산한 다음, 이 결과를 열 하 으로 입력하여 탄

소성해석을 수행함으로서 용 에 의한 변형을 계산한다. 열탄소

성 해석에 한 체 인 흐름도를 Fig. 2에 보 다. 

하 조건으로는 유효 용  입열(effective heat input) 는 

529.2cal/sec 주었으며. 이때 이용된 표면열속(surface heat flux) 

p의 크기는 아래의 식 (1)에 의해 계산한다.

 


  

                                (1)

여기서, 

  p: 표면 열속(surface heat flux, cal/mm
2․sec)

 : 유효 용  입열(effective heat input, cal/sec)

  A: 입열 면 (unit heat input area, mm)

 

Fig. 2  Flow of thermo elasto-plastic analysis

열 달해석 시에는 모든 열 달 재료 물성치에 하여 온도 

의존성을 고려하 으며, 시편의 모든 면에서 류로 인한 열손실

이 있다고 가정하여 류 경계조건을 부여하 다. 여기서 열 손

실 계수(heat loss coefficient)는 6.0×10-6cal/mm2ㆍ℃이다. 한 

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의 열 달 상을 구 할 수 있는 잠열

(Latent heat)의 효과를 고려하 고, 그 값은 65×103cal/kg이다. 

그리고 기의 온도는 20℃로 가정하 다.

 welded part

 unwelded part



Fig. 3 Finite element modeling : Model P80 (t=5mm)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3차원 고체요소이고, 생성되는 용

 비드면이 표면열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온도 분포의 시간이력

을 구하 다. 열변형 해석은 열 달해석을 통한 각 에서의 

과도 인 온도분포가 열탄소성해석 시의 하 조건이 되므로 열

달해석 시의 요소분할을 그 로 사용하 다. 경계조건으로는 

네 모서리의 아래쪽 변형이 없도록 고정하 다. 유한요소 모델링

의 로서 Model P80에 한 것을 Fig. 3에 시하 다.

4. 해석결과

4.1 수치해석 결과

Fig. 4는 5t의 Model P80에 한 열탄소성 해석결과이다. 

Model P80의 두 번째, 네 번째 용 이 끝난 후 그리고 용  후 

냉각이 완료된 시 에서의 변형 형상을 나타내었다.

(a) Deformed shape after the 2nd pitch weld  

(b) Deformed shape after the 4th pitch weld

(c) Final deformed shape

Fig. 4 Simulation result deformation shape of model P80

4.2 결과 비교  검토

각 모델별로 열탄소성 해석 결과로서 각변형량의 비교를 해 

용 선 길이 방향으로 평균 각변형 형상을 Fig. 5에 보 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tch의 증가에 따라 각변형량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itch의 증가에 따라 단  길이 당 

입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보다 정량

인 비교를 해 연속용 과 4가지 단속용 에 한 평균 각변

형량을 Table 3에 정리하 다. Table 3에서 두 번째 열은 단 길

이 당 입열량이고 호 [  ] 내의 숫자는 연속용 의 경우 입

열량에 한 상 인 비율이다. 세 번째 열은 Radian 단 로 

표시된 각변형량이고, 두 번째 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 [  

] 내의 숫자는 연속용 의 각변형량을 기 으로 한 상 인 비

율이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속용 의 경우 각변형량

이 폭 감소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Pitch의 증가에 따라 더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속용 에 따른 입열량의 

감소비율에 비해 각변형량의 감소 비율의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은 Pitch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를 들어서  두께가 5mm인 P80과 P140 

모델의 경우 단  길이 당 입열량은 각각 45.5와 59.3% 감소하

는데, 각변형량은 각각 59.4와 71.3% 감소하 다. 이러한 변형량

의 감소 상은  두께 5mm 인 경우 보다  두께 6mm 인 

경우에 더 심화됨을 볼 수 있다. 



 (a) 5t_one side

(b) 6t_one side

Fig. 5 Comparison of angular deformation

Table 3 Comparison of angular distortion(one side)

Model

Heat input 
per

unit length, 
q0

(cal/mm)

Angular 
distortion
(10-3rad)

Angular 
distortion 

/ q0

(10-5rad.mm

/cal)

5t

C
158.76 

[1.000]

14.228

[1.000]

8.962 

[1.000]

P80
86.60

[0.545]

5.783

[0.406]

6.678

[0.745]

P100
77.76

[0.490]

5.053

[0.355]

6.498

[0.725]

P120
70.56

[0.444]

4.514

[0.317]

6.397

[0.714]

P140
64.58

[0.407]

4.082

[0.287]

6.321

[0.705]

6t

C
158.76

[1.000]

18.011

[1.000]

11.345

[1.000]

P80
86.60

[0.545]

5.995

[0.333]

6.923

[0.610]

P100
77.76

[0.490]

5.275

[0.293]

6.784

[0.598]

P120
70.56

[0.444]

4.756

[0.264]

6.740

[0.594]

P140
64.58

[0.407]

4.346

[0.241]

6.730

[0.593]

 

네 번째 열인 ‘Angular distortion/q0'는 단  입열량 당 각변

형량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itch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두께가 클수록 단속용 에 의한 

변형량 감소 효과가 증 됨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속용 에 있어서 Pitch의 크기에 따른 변형

량 감소를 분석하기 해, Pitch가 4가지 경우에 한 단속용

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용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조 강도 평가를 통해 구조 

안 성 측면에서의 검토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 두께가 5mm, 6mm 인 두 가지 단속용  

모델에 해 열탄소성 해석이 수행되었다. 과 보강재 사이의  

용  Pitch 간격을 각각 4가지 경우에 해 수행하 고, 입열량

을 게 함으로써 변형을 이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연한 결과로서, 입열량이 을수록 변형

량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 단속용 법 용에 

따른 입열량의 감소 정도에 비해 변형량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용 실험을 통해 수치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강도평가를 통한 구

조  안 성을 검토하며, 이러한 과정을 더 다양한 경우에 해 

결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토 로 최 의 단속용  Pitch를 결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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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이 작용하는 고압탄소강배관의 파손에 미치는 감육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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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Wall Thinning on the Failure of Carbon Steel Pipes for High 
Pressure Service Under Intern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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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Wall thinning 감육, Internal Pressure 내압, Circumferential strain 원주방향 변형률, Wall thinned shape 감육형상, 

              STS370 고압탄소강배관

ABSTRACT: Fracture behavior and pipe strength are very important to the integrity of energy plants' and ocean structures. The pipes of 

energy plants and ocean structures are subject to local wall thinning, resulting from severe erosion-corrosion damage. Therefore, evaluation of 
failure pressure and fracture behavior of pipes in energy plants, ocean structes must be needed for getting integrity of them. In this study, the 
pipe failure tests were performed on carbon steel pipe with various local wall thinning shapes, wall thinning length, wall thinning depth. The 

tests were conducted under internal pressure. The results of tests showed that failure mode of wall thinned pipe depended on magnitude of 
internal pressure and wall thinning length as well as wall thinning depth. The circumferential strain of wall thinned pipe was measured by 
using strain gage. When circumferential strain was over 0.2%, failure of wall thinned pipe began. and twice of pressure at 0.2% circumferential 

strain was needed to burst pipe with t/T=0.1, L=102mm. When the pressure was reached at failure pressure, wall thinned area of STS370 pipe 
burst as a result of plastic behavior with large plastic deformation 

1. 서    론 

발전 플랜트 및 해양 구조물의 배관은 주로 고압용 탄소강배

관 또는 스테인리스배관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관은 사

용기간 중에 수질, 고온, 고압 및 고압 증기와 같은 유동조건

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들 배관은 부식과 침식

(erosion-corrosion)에 의한 내부 벽에서의 두께감소(이하 감육

이라 한다.)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감육(Wall thinning)된 배관

은 파열되기 쉽다. 그러므로 배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육(Wall thinning)이 발생한 배관들에 대하여 강도와 파괴거

동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Nam, k. w. 2004)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관의 감육을 고

려하여, 내압이 작용하는 배관의 감육 길이와 감육 깊이를 달

리하여 파괴 거동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

용하여 배관의 원주방향 스트레인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STS370 배관의 파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배관 

파열 실험 후 배관 파열 형상을 통해 배관의 파괴모드를 확인

하였다.

남기우: 부경대학교 신소재공학부

E-mail : namkw@pknu.ac.kr Tel : 051-629-6358  

2. 연구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직경 48.6 mm, 두께 5.1 mm의 

STS370 고압탄소강배관(Carbon Steel Pipes for High Pressure 

Service ; JIS  Standard G3455)이다.  STS370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각각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성질은 

배관에서 절취한 인장시험편을 사용하여 인장시험으로부터 얻

어진 것이다. (Ahn, S. H. 2005)

  감육은 내부 유체의 영향으로 부식과 침식에 의하여 배관의 

내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부 가공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에 감육하였다. 이것은 외부 감육과 내

부 감육의 파괴거동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

다.
(5) 시험편의 형상은 Fig. 1에 나타내며 d는 감육 깊이, L은 

감육 길이, R은 배관의 외부 반경, t는 감육부의 두께로 초음

파 두께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amay, M. 2007)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S370 [wt%]

Material C Si Mn P S

STS370 0.25 0.17 0.5 0.035 0.035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S370

Material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Elongation

σu σy

[MPa] [MPa] [%]

STS370 402 273 28

Fig. 1 Shape and dimensions of a pipe specimen with wall 

thinning.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2차계통의 운전압력과 설계압력을 각각 

6.2 MPa, 15 MPa로 가정하였다. Fig. 2는 배관 시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감육배관의 양단에는 나사홈을 만들어 마

개를 이용하여 밀봉하였다. 가압은 유압용 기름을 매질로 핸드

펌프를 이용하여 설계압력 15 MPa까지 가압하였다. 감육부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감육 부위의 중심에 스트레인게이

지를 부착하였다. 변형률과 내부압력은 1초당 10개씩 데이터를 

계측하여 저장하였다. (Kim, Y. P. 2007)

3. 결과 및 고찰

실험에서 얻어진 표 인 압력-변형률 곡선을 Fig. 3에 나타낸

다. 이러한 압력-변형률 선도에서 얻어진 열 압력과 감육 배

의 치수를 Table 3에 함께 나타낸다. 표에서 ( )는 배 의 설

계 압력 15 MPa에서도 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Fig. 3은 설계압력 15 MPa까지 부하하 을 때의 거동을 나타

낸 것이다. 감육 길이 L=102 mm, t/T=0.1인 LWT-1과 LWT-12

는 열이 발생하 고, LWT-5와 LWT-18은 열되지 않았다. 

열된 시험편 LWT-1과 LWT-12는 변형률 0.2 % 이후에 격

하게 증가하며 6 % 근처에서 배 이 열되었다. 격한 변형

률의 증가는 배 이 항복하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률 0.2 % 정도에서 배 의 손이 시작되었다고 단된다. 

따라서 이후 변형률 0.2 %에서 배 이 손되었다고 가정하고 

해석과 비교하 다. 배 의 손이라 단되는 변형률 0.2 % 

지 의 압력은 LWT-1과 LWT-12에서 각각 6.4와 4.8 MPa이었

다. 그리고 격한 변형과 함께 각각 8.16  13.02 MPa에서 

Fig. 2 Schematic diagram of internal pressure tester

열되었다. 그러나 t/T=0.2인 LWT-5는 설계압력까지 탄성범  

변형률인 0.0011이며, 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L=102 mm, t/T=0.1일 때, 손되는 변형률은 0.2 %이고, 배  

열 압력은 손 압력의 약 1.2 ∼ 2.5배의 압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육길이 L=18.53 mm, t/T=0.07인 

라운드형 LWT-18은 감육은 많지만 감육길이가 짧기 때문에 

손이라 가정한 0.2 %의 변형이 발생하 지만, 설계압력 15 

MPa에서 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압이 작용하는 배

의 열은 감육 깊이와 길이에 의존하는 변수라 단된다.

  Fig. 4는 감육부 두께비와 내압과의 계를 나타낸다. 그림

의 실선은 설계압력(15 MPa)을 나타내고, 선은 운 압력(6.2 

MPa)을 나타낸다. 주 감육 시험편(360°)의 경우, t/T<0.08 일 

때 운 압력 이하에서 모두 열되었다. 그리고 0.08<t/T<0.18 

일 때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모두 열되었으며, 0.2<t/T일 때에

는 설계압력이하에서도 열되지 않는 안 성을 보 다. 1면과 

2면을 감육한 시험편은 t/T<0.08 일 때 운 압력 이하에서 

열되지 않았고, 0.08<t/T<0.12 일 때 설계압력 이하에서 모두 

열 되었다. 1면과 2면 감육 시험편은 주 감육 시험편(360°)

의 경우와는 다르게 t/T<0.08 일 때 운 압력 이하에서 열되

지 않았다. 이는 감육 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감육부 에

서, 두께가 t인 감육부의 면 을 비교해보면 주 감육 시험편

(360°)보다 1면  2면 감육 시험편이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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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lation between strain and pressure



Specimen 

No.

Wall 

thickness

T (mm)

Thinned 

depth

d (mm)

Thinned 

length

L (mm)

Rest of 

thickness

t (mm)

t/T

Burst 

pressure

Pb (MPa)

Thinned 

shape 

LWT-1 5.1 4.54 102 0.56 0.11 8.16 360°

LWT-2 " 4.50 102 0.6 0.12 8.14 360°

LWT-3 " 4.36 102 0.74 0.15 11.6 360°

LWT-4 " 4.28 102 0.82 0.16 11.2 360°

LWT-5 " 4.10 102 1.00 0.20 (20) 360°

LWT-6 " 4.81 25 0.29 0.05 3.71 360°

LWT-7 " 4.79 25 0.31 0.06 3.82 360°

LWT-8 " 4.73 25 0.37 0.07 5.54 360°

LWT-10 " 4.79 25 0.31 0.06 6.85 1 plane

LWT-12 " 4.59 102 0.51 0.10 13.02 1 plane

LWT-14 " 4.59 102 0.51 0.10 14.55 2 plane

LWT-16 " 4.8 25 0.30 0.06 7.65 2 plane

LWT-18 " 4.76 18.53  0.34 0.07 (19) Round

Table 3 Specimen Geometries and burst pressure

따라서 1면  2면 감육 시험편에서 압력의 분산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같은 감육깊이, 감육길이의 시험편일지

라도 감육부 체 면 에 따라 압력의 분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면과 2면 감육 시험편의 경우는 2면 감육 시험편

이 감육부 체의 면 이 더 크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

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을 보 다.  

 Fig. 5는 LWT-1과 LWT-12의 열시험 후의 외 을 나타낸 

것이다. 감육의 형상에 따라서 열된 외 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감육 길이 L=102 mm이며, 두께 감육비 

0.11(LWT-1)과 0.10(LWT-12)으로 비슷하지만, 주 감육 시험

편인 LWT-1은 큰 구를 이루며 길이 방향으로 열하 다. 

반면 1면 감육 시험편인 LWT-12는 가느다란 구를 형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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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mited burst pressure depending on thickness of flawed 

area

서 길이 방향으로 열하 다. 이 두 시험편은 Fig. 5에서 격

한 변형률의 증가를 보인 과 배  열 시 감육부의 열형

상이 크게 부풀어 있고 길게 찢어진 으로 보아 STS370 배

의 감육부는 큰 소성변형을 동반한 소성붕괴로 인하여 열하

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5 Pipe appearance after test, (a) LWT-1, (b) LWT-1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 의 감육을 고려

하여, 내압이 작용하는 배 의 감육길이와 감육깊이를 달리하

여 괴 거동을 평가하 다. 그리고 이들 거동은 해석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압이 작용하는 배 의 열압력은 감육 깊이와 감육 길이

에  의존하며 감육면 에도 반비례하여 작아진다. 

2. 두께비(t/T)가 0.2 이상일 때 운  압력과 설계압력 모두에서 

안 성이 유지될 수 있다.  

3. 감육부의 심이 항복 에 도달하는 압력의 1.2∼2.5배의 압

력을 받을 때 STS370배 은 열된다.

4. STS370 배 은 큰 소성변형을 동반하는 소성붕괴로 인하여 

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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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To optimization of mlod for fineblanking forming of sector gear of recliner, it was analyzed the effect 

of clearance, V-ring height, V-ring position, blank holding force and counter punch force. In case of 0.003 mm 

of clearancs, the finest shear plane was obtained, but optimization between die and punch clearance was 0.005 

mm. The height of V-ring was 0.7 mm. In case of increasing of hold force, the size of shear plane got better 

and the decrement of thickness became smaller. Both the size of shear plane and the decrement of thickness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ing of counter punch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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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클라이 의 주요 부품은 인 블랭킹 공정으로 

성형된다. 인 블랭킹 기술은 한 번의 블랭킹 공정

에서 제품의 체 두께에 걸쳐 필요로 하는 고운 

단면과 양호한 제품 정 도를 얻는 스 가공 공정

이다[1]. 일반 스 블랭킹은 후  가공 공정에서 

후속 공정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 그러나 인 블랭

킹 기술이 용되는 제품은 일반 스 블랭킹으로 

경제성이 없는 제품 즉 두께 5∼15 mm 정도의 제품

에 많이 용되고 있다[2-4]. 따라서 인 블랭킹 제

품은 주로 자동차의 기능 부품, 냉동기의 컴 서 

부품, 기 자 구조 부품, 일반 기계 요소 등 제품

의 정 도와 표면의 품질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품들

이 상품이 된다[5-6]. 인 블랭킹으로 얻을 수 있

는 공정에는 평  제품의 블랭킹 뿐만 아니라, 벤딩, 

Offset banding, 제품 표면에 무늬나 형상을 압인하

는 Coining, 재료를 러 반 쪽으로 돌출시켜 성형

하는 Extrusion 가공 등의 소성가공도 가능하여 결합

할 때 정 도를 해치지 않고 조립할 수가 있다[7-9].  

한, 인블랭킹 공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 어지는

데, 첫 단계는 소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정수압[10]

을 가하기 하여 V-ring, 즉 V자형 단면의 돌기를 

가진 블랭크 홀더를 하강시켜 소재의 블랭킹 라인 주

를 구속하는 공정이며, 다음 단계는 블랭크 홀더와 

카운터 펀치를 동시에 상승  하강시켜 소재를 지지

한 후 펀치를 하강시켜 제품을 단하는 공정이다

[11-12].

  본 연구에서는 리클라이  용 섹터기어의 인 블

랭킹 성형을 한 형의 최 화를 하여 클리어런

스, V-ring 높이, V-ring 치, 블랭크 홀딩력  카

운터 펀치력의 향을 해석하 다. 

2. 수치 해석

2.1 인장 시험에 의한 임계값 결정

  임계값은 실험이 간단한 단축인장을 상으로 여러 

가지 임계값을 입력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단 후 소재의 형상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일

치하는 경우의 임계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DEFORM-3D[13]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은 두께 4.0 mm의 SNCM220이

며, 인장시편은 KS B 0801 5호 규격에 따라 가공하

여 사용하 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4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fine blanking 
simulation 

  Fig. 1은 인장시편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며, Fig. 

2는 칭성을 고려하여 시험편의 1/4을 30,000여개의 

사면체 요소로 모델링한 것이다. 공정해석 도  자동 

요소망 재구성이 될 경우에도 요소의 크기가 최  

0.02 ㎜, 최소 0.002 ㎜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 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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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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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Fig. 1 Dimension and shape of tensile 
specimen (unit : mm)

Fig. 2  3D Finite element model of a tensile 
specimen
Fig. 3은 단된 시험편 에 해석에서 얻은 변형 형

상을 겹친 것이다. 단 상을 시뮬 이션하기 하

여 요소 제거법을 사용하 다. Fig. 3(a)는 임계값 1.0

을 입력하여 해석 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단부 형상

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b)는 임계값 1.5를 

용한 경우로 해석 결과가 단 형상과 상당히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임계값

은 근사 으로 1.5라고 단하여, 인블랭킹 공정 해

석에 사용하 다.

(a) C = 1.0 (b) C = 1.5
Fig. 3 Comparison of fractured shape between 
experiment and analysis 

 

2.2 모델링

  실제 공정과 동일한 SNCM220 소재를 상으로 해

석을 수행하 으며, 인장시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

를 물성치로 입력하 다. 한 단공정 해석에 반드

시 필요한 연성 괴조건의 임계값은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단축인장시험의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결정하 다. 그리고 V-ring의 높이와 치, 

클리어런스의 크기, 블랭크 홀더력, 카운터 펀치력을 

변수로 선정하여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 트웨어인 

DEFORM-2D[14]를 이용하여 2차원 단면 해석을 수

행하 다.

2.3 경계조건

  칭성을 고려하여 1/2 모델을 사용하 으며, 총 

요소 수는 약 5,000개이다. 연구에서 V-ring의 치 

 크기, 클리어런스, 블랭크 홀더 력, 카운터 펀치력

을 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른 단면의 형 

상을 해석하 다. V링의 설치 치와 높이는 실제 

장에서 사용되는 규격표를 기 으로 그 범 를 좀더 

확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클리어런스는 인블랭

킹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1 % ㎜ 이하의 범  내

에서 0.003, 0.005, 0.01, 0.02 ㎜를 용하여 그 향

을 분석하 다. 단하 은 비성형을 통하여 얻은 

1,530 N을 기 으로 블랭크 홀더력과 카운터 펀치력

에 용하 다. 각 공정변수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해 각각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Fig. 4는 평면변형률 해석을 수행하기 해 단면을 

모델링한 그림이다. 변형이 집 으로 발생하는 단

역에는 0.04 ㎜정도의 조 한 격자망을 구성하 다.

  Fig. 5는 평면변형률 해석을 수행하기 한 경계조

건을 나타낸 것으로, (a)는 V-ring이 소재에 침투하

는 홀딩공정 시 경계조건이고, (b)는 홀딩이 끝난 후 

단공정 시의 경계조건이다.

2.4 인 블랭킹 해석 라메터

  Fig. 6은 인블랭킹 형변수  공정변수들을 나

타낸 것이며, Table 1은 고정값을 사용하는 형상변수

를, Table 2는 변수 연구에 사용된 공정 변수  형

상 변수들과 그 범 를  각각 나타내었다. 고정된 변

수들은 실제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을 나타낸 것

이다. 변수 값의 용은 Table 2에 상첨자(*)로 표시



한 표 조건을 기 으로 하여, 한 가지 변수만을 변

화시켜 가면서 그 향을 알아보았다. 

(a) Holding process

(b) Blanking process
Fig. 5 Boundary condition for the fine blanking 
simulation

Process parameter

C : Clearance

hv : v-ring height
Pv : v-ring position

Fc : counterforce

Fh : blanking holder force
FP : shear load

Dimensional parameter

T : thickness of material
β : interior of v-ring

RL : radius of v-ring

RP : edge radius of punch
Rd : interior radius of die

RU : radius of v-ring and die

Fig. 6 Definition of geometric and process 
parameters

T(mm)
V-ring

RP (mm)
Rd 

(mm)
RU

(mm)β(mm) RL(mm)
4.0 90 0.05 0.01 0.2 0.2

Table 1 Fixed geometric parameters for FEA

Variable Value
c (mm) 0.003 / 0.005* / 0.01 / 0.02

hV (mm) 0.5 / 0.6* / 0.7 / 0.8
PV (mm) 1.5 / 1.75 / 2.0* / 2.25 / 2.5
Fh/FP (%) 10 / 20 / 30* / 40 / 50
FC/FP (%) 10 / 20 / 30* / 40 / 50

Table 2 Variable process parameters for FEA

3. 결과  고찰

3.1 인장시험
  인장시험에서 얻어진 유동응력곡선과 기계 특성

을 각각 Fig. 7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SNCM220의 

유동응력곡선은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7 Stress-strain curve of SNCM220 sheet

Properties Value Unit

Thickness 4.0 mm

Young's Modulus 207 GPa

Yield Stress 327 MPa

Ultimate Tensile Strength 559 MPa

Uniform Elongation 24 %

Total Elongation 32 %

Stiffness Coefficient 771 MPa

Strain-Hardening Exponent 0.149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NCM220

3.2 클리어런스의 향

  Fig. 8은 클리어런스에 한 단역의 계를 나타



내었으며, 단면의 형상도 같이 나타내었다. 클리어

런스가 커질수록 두께에 한 단역(burnish zone)

의 비율이 거의 선형 으로 감소함을 함을 나타내고 

있다. 클리어런스가 작을 수록 소재의 국부 인 역

에 단응력과 소성변형에 지가 집 됨으로써 유효 

단면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단역 비율은 본 해석 범 에서 80～

90 % 정도로 측되나, 실제 공정에서는 형 얼라

인먼트(alignment) 등 조정(tuning)을 거친 양산 단계

에서 거의 100 %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사

실이다. 유한요소해석에서 단 상을 시뮬 이션하

기 하여 요소제거법을 사용하는 한 아무리 조 한 

요소망을 사용하더라도 재료의 손실이 없는 실제 조

건을 구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면의 형상은 단공정이 완료된 후에 최 

외곽 요소들을 경계로 하여 얻은 것이다. 클리어런스

가 커질수록 단역(fracture zone)의 크기가 증가하

고 단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험결과 다

이와 펀치 틈새의 최 량은 0.005 mm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8 Influence of clearance on burnish zone size  
and shape of sheared surfaces

3.3 V-ring 높이의 향

  Fig. 9는 V-ring 높이에 따른 단역의 계를 나

타내었으며, 단면의 형상도 같이 나타내었다. 이 그

림에서 V-ring 높이가 커질수록 0.7 ㎜까지는 단

역의 비율이 증가하나,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오히려 

단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재 두께

의 일정량까지는 V-ring이 소재의 정수압응력을 증

가시켜 단역 비율의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V-ring 

높이가 과도하면 클램핑된 부분의 소재 두께를 지나

치게 감소시켜 소재 유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단면 형상은 0.7 ㎜

의 V-ring 높이에서 단역 비율이 최소가 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 9 Influence of V-ring height on burnish zone 
size and shape of sheared surfaces

Fig. 10 Influence of V-ring position on burnish 
zone size and shape of sheared surfaces

3.4 V-ring 치의 향

  Fig. 10은 V-ring 치에 따른 단역의 계를 나

타내었으며, 단면의 형상도 같이 나타내었다. 이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ring 치는 다이 모서리 



쪽에 가까울수록, 즉 Pv가 가까울수록  단면 품질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V-ring이 모서

리 쪽에 가까울수록 단부의 정수압응력 증가와 소

재 유동 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이 그림에서 V-ring의 치에 따라 해석한 단면

은 V-ring의 치가 다이 모서리로부터 멀어질수록 

단면의 크기가 격히 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블랭크 홀딩력의 향

  Fig. 11은 블랭크 홀딩력의 크기에 따른 단역의 

계를 나타내었으며, 단면의 형상도 같이 나타내

었다. 이 그림에서 블랭크 홀딩력은 펀치하 의 40  

%일 때 유효 단면이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단면의 형상에서도 역시 블랭크 홀딩력이 펀치

하 의 40 %일 때 단역의 크기가 최 가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1 Influence of holding force on burnish zone 

size and shape of sheared surfaces

3.6 카운터 펀치력의 향

  Fig. 12는 카운터 펀치력의 크기에 따른 단역의 

계를 나타내었으며, 단면의 형상도 같이 나타내

었다. 이 그림에서 카운터 펀치력이 커질수록 단면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도 역시 카

운터 펀치력이 증가할수록 펀치와 카운터펀치 사이의 

소재가 정수압응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되는 효과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단면 형상은 카운터 펀치력이 

증가할수록 단역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내구성을 해서는 단면의 

80 ∼ 90 % 역 범 인 30 %의 카운터 펀치력을 

용하는 것이 이상 이라 단된다.

Fig. 12 Influence of counter punch force on burnish 
zone size and shape of sheared surfac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클라이  용 섹터기어의 인 블

랭킹 성형을 한 형의 최 화를 하여 클리어런

스, V-ring 높이, V-ring 치, 블랭크 홀딩력  카

운터 펀치력의 향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클리어런스가 0.003 mm인 경우 가장 우수한 

단면을 얻을 수 있었으나, 다이와 펀치 틈새의 최

량은 0.005 m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V-ring의 높이는 0.7 mm인 경우가 단면의 크

기와 두께 감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홀더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단면의 크기는 

더욱 좋아지고 두께 감소량은 작아지는 결과를 보

다. 가장 에 띄는 특징은 홀더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 롤 상이 일 성 있게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카운터 펀치력을 증가 시키는 경우에는 단면의 



크기와 두께 감소량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형의 내구성을 해서는 단면의 80∼

90 % 역 범 인 30 %의 카운터 펀치력을 용하는 

것이 이상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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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럭스코아드아크 용 한 API 2W Gr.50 강재의 

피로균열 의 시험편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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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pecimen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in Multi-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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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atigue Crack Growth 피로균열 , Mechanical Property 기계  성질, Flux Core Arc Welding FCA 용 , Constant 

Load Amplitude Control 일정하 진폭 제어,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피로균열 율의 변동성

ABSTRACT: Flux Cored Arc Welding (FCAW) is a common practice to join the thick plate such as structural members of large scale offshore 

structures and very larger container ship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tatistical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for 
FCAWwd API 2W Gr.50 TMCP steel weldment typically applied for offshore structures. Experimental fatigue crack growth tests were 
performed on ASTM standard CT specimens. The assessment of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fatigue crack growth experimental data was 

studied.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material properties, the three different zones WM, HAZ and BM have strong dependency on 
inter-specimen variability of the fatigue crack growth.

1. 서    론 

Fig. 1과 같은 TLP, FPSO, SPAR 등과 같은 형 해양구조물

과 10,000TEU 이상의 형 컨테이  운반선과 같은 비교  

형 구조물 등의 조립에는 60mm이상의 극후 의 구조물용 강재

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극과 같은 온 환경하에서 사용

되는 해양구조물의 강도를 확보하기 하여 강 의 두께가 

80mm이상의 극후 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후  구조물의 조립에는 일반 으로 다층 용 이 사용되고 있

으며, 각종 선 에서는 이들 용 부의 피로강도나 CTOD 등과 

같은 괴 설계 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FCAW는 자동화가 용

이하고 용착 속도가 좋으므로 후 의 용 에 가장 많이 사용하

는 방법 의 하나이다. 한 API 2W Gr.50 강재는 해양구조물

용 후  강재로 인장강도가 500MPa 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양구조물용 강재의 표 인 용 법에는 SMAW, SAW, 

GMAW 그리고 FCAW가 있다. 이들은 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에서의 샤르피충격 성능 요구에 응 가능하고, 

CTOD 요구에도 응 가능하다. 용 재료의 설계와 성능향상을 

해 특히 인성향상에는 산소화와 함께 용 속 조직의 미세

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것은 강도에 계없이 공통의 과제라 

교신 자 김선진 : 부산 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051-629-6163  sjkim@pknu.ac.kr

아니할 수 없다. 용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작업의 용이성, 구조

물의 단순화, 기 의 우수성과 같은 많은 장 이 있지만 용 시

에는 가열과 냉각의 반복으로 인한 수축과 변형이 발생하고 필

연 으로 용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실용 인 에서 해양구조물용 강재와 같은 용  부재에는 

구조건 성의 에서 비교  장균열의 피로균열 가 안

에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오늘날 피로균열의 과정

이 본래 확률 인 상이라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

서 피로 괴가 안 성, 신뢰성에 깊이 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재  용 부재의 피로특성에 한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해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요구된다. 

Fig. 1 Types of offshore structures and their working water 

depth (S. kazuyuki and S. Takeshi, Report of Kobe Steel Co., 

Vol. 53, No.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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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역학에 기 한 재료의 피로균열  거동은 보통 양

수 그래 에서 피로균열 율 da/dN과 응력확 계수범  ΔK

와의 계로 표 된다. 1963년 Paris와 Erdogan은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최 로 제안하 다. 
(3)

da
dN

=C(ΔK) 4                          (1) 

그 후에 많은 연구자들은 ΔK의 지수가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고 2～9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보 다. 따라서 피로균열

율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표 되어 사용되고 있다. 

da
dN

=C(ΔK)m                         (2) 

여기서, 계수 C와 지수 m은 재료와 실험조건에 의존하는 

라메터이다. 일반 으로 이 식을 Paris 법칙, 혹은 

Paris-Erdogan법칙이라 부른다. 이 식은 제2단계 피로균열  

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응력확 계수범 값이 증가하면 

피로균열 율이 선형 으로 증가하는 상 계가 있다. 피로

균열 율의 변동성을 고찰하기 해서는 이 식의 계수 C와 

지수 m에 한 변동성을 명확히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

나 Paris법칙에 의해 정식화된 균열 율에도 여러 가지 불확

정성 요인, 를 들면, 외력, 온도, 재료의 불균질성, 혹은 부재

의 크기 등의 향이 있으므로, 확률  변동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일반  사실이다.
(4)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인자가 피료균

열 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서 실험  해석  

연구를 행하 다
(5-10). 지 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 취  

방법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1) C와 m 모두 확정치로 취 한다. 

(2) m은 확정치, C만을 확률변수로 취 한다. 

(3) C는 확정치, m만을 확률변수로 취 한다. 

(4) m, C모두 확률변수로 하고, 양자의 사이에는 상 이 없는 

것으로 취 한다. 

(5) m, C모두 확률변수로 하고, 양자의 사이에는 상 이 있는 

것으로 취 한다. 

이 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에 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이 많고, 한 정확한 많은 실험 데이터의 축 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까지 이러한 문제에 한 실험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며, 피로균열 거동에 미치는 재료강도의 불확실성을 

정량 으로 취 하기 한 여러 가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상기의 5가지 모델  주로 (1), (2), (4)  (5)의 경우가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

기에는 아직 불명확한 이 많다. 

더욱, m과 C의 확률특성에 해서는 동일 실험자가 동일의 

실험조건에서 동일 재료의 다수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통계  

데이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진폭하 하의 피로균

열 의 변동성과 수명 확률론  측을 한 확률분포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한 신뢰성평가의 일환으로, 두께 

60mm의 해양구조물용 API2W 강재를 먼  다층 FCA 용 을 

수행하여 용  건 성을 평가하 으며, ASTM 표  CT 시험

편을 이용하여 용 재, 열 향부 그리고 모재에 하여 동일 

형상과 동일 균열길이에서 동일한 일정 응력진폭하 하의 피

로균열 시험을 수행하여, 제질에 따른 피로균열 의 시험

편간 변동성의 향에 하여 실험 으로 고찰한 결과를 보고

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해양구조물과 선박 등에 주로 사용

되는 고장력강인 API 2W Gr.50강재를 사용하 다. 본 재료의 

화학  성분과 기계  성질을 Table 1  Table 2에 각각 나타s

낸다. 

C Si Mn P S Ni Cr Mo Nb Ti

0.08 0.027 1.44 0.011 0.001 0.01 0.02 0.01 0.018 0.019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PI2W (wt. %)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Reduction 

of Area

(%)

Impact 

Value

(-40℃)(J)

531 448 41.0 80.0 334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PI 2W

2.2 용 방법  차

재료의 두께는 60mm이며, 다층 FCA 용 방법으로 동일재료

를 X 타이 의 맞 기 용 을 AWS A5.20 Spec.에 따라 수행하

다. 

2.3 시험편 채취  실험방법

  인장강도 특성 조사에 사용된 인장시험기는 만능시험기

(Model:KDU-50)를 사용하 으며, 모든 인장시험은 실온에서 

KS B0801 규격에 따라 환  시험편을 가공, 분당 2mm 속도로 

인장하 을 가하여 수행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로균열 거동을 평가하기 한 

시험편은 ASTM E647 규정에 의한 폭이 50mm 그리고 두께 

12.5mm인 CT (compact specimen) 시험편이다. 시험편의 채취

방향은 압연방향과 균열의 방향이 직각(L-T direction)이 되

도록 하 으며, 기계가공시 평면부는 열 향이 극소화 되도록 

앤드 과 정면커터를 사용하여 가공하 으며, 노치부는 방 가

공으로 행하 다. 상부에서 2/3지 에서 용 재(WM), 열 향부

(HAZ) 그리고 모재(BM)에 하여 시험편을 채취, 가공하 다. 



피로균열  시험에 이용한 시스템은 시험편에 하 을 부하

하는 용량 100kN의 기유압서보식 피로시험기 (Instron Model 

8821S)를 사용하 으며, 시험조건은 실험실의 기 에서 응력

반복속도 10Hz, 응력비 0.2의 정  인장-인장 일정하 제어 

방식으로, 각각의 재료에 하여 5개의 시험편에 하여 동일 

실험자가 동일의 하  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

에서 제어한 △P는 9000N으로 제어하 으며 균열길이의 측정

은 피로시험 에 실체 미경과 COD게이지를 병용 사용하 다. 

균열선단의 응력확 계수는 ASTM E647에 의한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3. 결과  고찰 

3.1 용 부의 미시조직과 기계  성질

용 부의 매크로 구조의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 별다른 결함은 

찰되지 않았다. Fig. 2은 용 부의 학 미경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모재부의 미세조직은 페라이트, 퍼얼라이트 그리고 베

이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 부와 HAZ부의 경우는 침상

의 페라이트와 결정립계 페라이트  페라이트 사이드 이트

의 조직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의 연구자들의 연

구결과와 비교  일치한다(Kang et al., 2003). 

반 으로 모재의 경도는 HV180-190, 용 부는 190-200 그리

고 HAZ부는 200-220 정도를 보 다. 

인장강도의 경우 모재는 531MPa, 용 재는 634MPa 그리고 

열 향부의 경우는 562MPa로 나타났다. 한 항복강도도 각각 

448, 601  404MPa를 보 다. 인장강도의 경우는 모재, 열 향

부 그리고 용 재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항복강도의 경우는 

열 향부, 모재 그리고 용 재의 순으로 인장강도와는 다른 결

과를 보 다. 이는 용 부내에서의 잔류응력에 의한 향이 아

닌가 사료된다. 

(a) base material

(b) weld zone

(c) heat affected zone

Fig. 2 Optical microstructures of Base, HAZ and Weld material

3.2 피로균열  거동

Fig. 3은 모재, 용 재, 열 향부재의 시험편에 한 응력반

복수 N과 균열길이 a와의 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시험편에 한 a～N의 계는 일정진폭하 하

의 형 인 형태인 곡선형태를 보여주지만, 동일 실험조건의 

모든 재질에 있어서도 그 곡선의 기울기가 각각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림과 같이, 동일 재질에 있어서도 시험편간 피로

균열 율에는 변동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피로균열 에 한 재료의 항의 국부  평균치가 시

험편간에서 변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 등의 다른 재료

에 한 응력확 계수 제어 피로시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 Base metal

(b) weld metal

(c) HAZ

Fig. 3 Fatigue crack growth curves for BM. WM and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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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질별 피로균열 율의 라메터의 변동

  Fig. 4는 BM, WM 그리고 HAZ 재에 한 피로균열 율 

da/dN와 응력확 계수범  ΔK와의 계를 나타낸 것이며, 이 

그림에서 실선은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구한 회귀직선이다. 

이들의 계로부터 얻어진 Paris법칙의 C와 m의 통계값을 그

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직선의 기울기

는 서로 다르고 특별할 만 한 은 없다. 그러나 동일 ΔK에서

도 그 피로균열 율에는 변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피로균열  데이터를 해석하려고 하면 확률통계  고찰

이 필요함을 시사해 다. 따라서, 피로균열 율의 변동  

분포특성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하여 라메터 C와 m에 

하여 정규분포, 수정규분포, Weibull 분포에 하여 해석을 

행하 다. 일례로 Fig. 5와 6는 각 재질에 한  C와 m분포를  

수정규분포  정규 분포에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 실선은 각 분포함수의 계수값을 사용하여 그린 것이다. C

와 m의 분포는 비교  수정규분포와 정규분포에 잘 맞는다

고 할 수 있다.

Fig. 4 Relation between da/dN and ΔK

Fig. 5 Log-normal distribution for C

 

Fig. 6 Normal distribution for 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구조물용 API 2W 강재의 다층 FCA 용

한 용 재에 하여, ASTM 표  CT 시험편을 이용하여 용

재, 열 향부 그리고 모재에 하여 동일 형상과 동일 균열

길이에서 동일한 일정 응력진폭하 하의 피로균열  시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재질에 따른 피로균열 의 시험편간 변동

성의 향에 하여 실험 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피로균열 율의 Paris 방정식에 의한 시험편간 라메터의 

변동성을 고찰하고 그 확률분포를 명확히 하 다. 향후 신뢰성 

이론에 입각한 확립모델을 정립하여 피로균열 수명의 확률

론  측법에 한 고찰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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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W 용접한 Al 7075-T651 용접재의 피로균열전파의 실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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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atigue crack growth 피로균열전파, Friction stir welding (FSW) 마찰교반용접, Al 7075-T651 7075-T651 알루미늄 합금, 
Constant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control  일정응력확대계수 제어, Fatigue Crack growth rate 피로균열전파율

ABSTRACT: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focuses on statistical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in friction stir welded Al 
7075-T651 aluminum alloy on the three different zones, base meta (BM)l, weld metal (WM) and heat affected zone (HAZ). Friction stir 

welding is a new solid state joining method offering several advantage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investigate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behavior of FSWed 7075-T651 Al alloy under optimal FSW conditions. Fatigue crack growth tests were carried out on 
compact tension specimens (CT) under constant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control according to ASTM standard. FCGR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an Ratio of 0.1 and sinusoidal frequency of 10Hz with the three different zones specimens at constant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8, 11.5 and 15 MPa(m)

1/2. The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showed strong dependency on three 
different zones WM, HAZ and BM.  

1. 서    론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는 MIG 혹은  TIG 용접

과 같은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용접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들 용접은 접합부의 변형이나 결함 등으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찰교반용접(FSW)은 용융용접법의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근년 산업분야의 접합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실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로 알루미늄 합금에 관한 

마찰교반용접의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 개발, 접합부의 특성이

나 조직에 관한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지만2), 아직 해명할 

문제가 남아있으며, 또한 접합원리나 현상에 관한 더 많은 이

해를 요구하고 있다.

  고강도 알루미늄인 7075-T651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에 대

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4-11), 일반적으로 

2XXX계열이나 7XXX계열과 같은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용

접 조건 범위는 비교적 넓은 조건 범위를 갖는 6XXX계열과는 

달리 좁은 용접 조건 범위를 보이고 있다2). 따라서 실용적 관

점에서 그 사용조건에 맞는 7075-T651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

조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교신저자 김선진: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051-629-6163  sjkim@pknu.ac.kr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저자들은 마찰교반용접재가 실제 구

조물에서 운용될 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피로현상을 고찰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알루미늄 7075-T651의 판재의 마

찰교반용접의 최적 용접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각종 문헌의 조사와 경험을 토대로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

를 변수로 하여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하여 용접부의 육안검사

를 행하고, 비교적 최적이라 사료되는 용접조건에 대하여 다시 

용접을 수행하여 용접부의 인장시험을 통하여 용접조건이 알

루미늄 7075-T651의 마찰용접부의 인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최적의 마찰교반용접의 최적조건을 결정한바 있다
12,13).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로를 주된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용접은 가장 중요한 접합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용접부위는 낮은 피로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Yakubovski et al, 1989), 알루미늄 용접재의 피로파괴를 

제어하기 위한 적합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알루미늄 용접재의 피로특성에 대한 분석과 광범위한 실험은 지

난 수십년간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Maddox SJ, 2003).

FSW 공정은 고품질의 용접부를 얻을 수 있고, 최근 많은 산

업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용접공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용접인

자의 제어가 쉽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그 활용이 기대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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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용적 관점에서 마찰교반용접재(FSWed Materials)의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연구가 일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행

하여지고 있지만 아직 해명할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한 물리적 이

해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마찰교

반용접의 조건에서 용접한 Al 7075-T651 알루미늄 합금재에 대

하여 일정 응력확대계수 제어 피로균열전파실험을 ASTM 규정

에 의하여 수행하여 3가지 다른 종류의 구동력(여기서는 ΔK= 8, 

11.5 그리고 15 MPa(m)
1/2)에 대한 피로균열전파율의 불규칙성

을 재질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조사한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고하

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2.1 재료 및 시험편

  본 실험에 사용된 알루미늄 재료는 국내 H사에서 제작된 두

께 6mm의 Al 7075-T651 알루미늄 판재이다. 본 재료에 대한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Table 1 및 Table 2에 각각 나타

내었다.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7075-T651

Material Si Fe Cu Mn Mg

7075-

T651
0.08 0.19 1.61 0.052 2.52

Req. 

Comp.

≤

0.40

≤

0.50

1.2∼

2.0

≤

0.30

2.1∼

2.9

Material Cr Ni Zn Ti

7075-

T651
0.19 0.0061 5.79 0.022

Req. 

Comp.

0.18∼

0.28

≤

0.05

5.1∼

6.1

≤

0.20

Table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7075-T651

Specimen
Longi. 

D
Transv.

D.
Remarks/Unit

(Mill Sheet)

Tensile 
Strength

565 583 ≥540/MPa

Yield 
Strength 

481 517 ≥460/MPa

Elongation 15 13 ≥9/%

Microvirkers'
Hardness 

155 /VH

2.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연구의 최적마찰용접에 사용된 마찰교반용접기는 국내 

W사의 3축 스텐드 타입의 터치 패널 조작방식의 직선 마찰교

반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Y축 스트로크의 최대용량은 

1,000mm 이다. 

  저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제한된 용접조건

에서 Al-7075-T651 판재에 대한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한 후 인

장강도, 경도와 미세조직을 조사한 결과, 회전속도 800rpm, 용

접 주행속도 0.5mm/sec에서 최적의 마찰교반용접 조건을 결

정하였다. 일례로 Fig. 1은 마찰교반용접 장면을 나타낸다. 

  본 피로실험에 이용할 마찰교반용접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원판 치수 6 × 1250 × 2500mm, 무게 3576g의 압연 판재로부

터 압연 방향을 250mm, 폭 방향으로 100mm의 직사각형 크기

로 절단하여, 압연방향을 용접 진행 방향으로 하여 상기의 최

적조건에서 마찰교반용접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마찰교반용접에 사용된 공구의 치수는 숄더의 직

경이 20mm, 그리고 프로브의 숄더부 직경은 9mm, 선단의 직

경은 6.85mm로 하고 프로브의 길이는 5.85mm의 SKD61 공구

강으로 프로브 부분의 끝 부분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의 나사 

형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2.3 피로균열전파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로균열전파 거동의 불규칙성을 평가하

기 위한 시험편은 ASTM E647 규정에 의한 폭이 50mm 그리고 

두께 5mm인 CT (compact specimen) 시험편이다. 시험편의 채

취방향은 압연방향과 균열의 전파방향이 같은 TL 시험편에 대

하여 제작 하였으며, 기계가공시 평면부는 열 영향이 극소화 되

도록 앤드밀과 정면커터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으며, 노치부는 방

전가공으로 행하였다. 용접재(WM), 열영향부(HAZ) 그리고 모

재(BM)에 대하여 시험편을 채취, 가공한 모식도을 Fig. 2에 나

타내었다. 

피로균열전파 시험에 이용한 시스템은 시험편에 하중을 부하

하는 용량 100kN의 전기유압서보식 피로시험기 (Instron Model 

8821S)를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의 시험기 취부 상황을 Fig. 3에 

나타낸다. 시험조건은 실험실의 대기중에서 응력반복속도 10Hz, 

응력비 0.1의 정현파 인장-인장 일정응력확대계수제어 방식으로, 

각각의 재질에 대하여 1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동일 실험자가 동

일의 구동력 조건하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균열길이는 피로시

험중에 COD게이지를 이용하여 컴펄라이언스법에 의하여 측정

하였다. 

Fig. 1 View of friction stir welding (FSW)



Fig. 2 CT specimen cutting from FSwed materials

Fig. 3  Overview of fatigue crack growth testing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재질에 따른 피로균열전파거동 

Fig. 4는 모재, 용접재 그리고 HAZ재에 대하여 응력확대계수

범위가 각각 8, 11.5 및 15 MPa(m)0.5의 3개의 조건에 대한 CT 

시험편에 대한 응력 반복수 N과 균열길이 a 와의 관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질에 따라 피로균열전파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고, 응력확대계수범위가 8, 11.5 그리고 15 

MPa(m)
0.5로 증가할수록 피로균열진전이 빠르게 전파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시험편에서 균열진전이 응력반복수에 따라 비교적 

부드러운 직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일정 응력확대계

수제어 시험의 전형적인 a-N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응력확

대계수범위가 비교적 높은 15 MPa(m)
0.5에서는 직선의 형태가 

용접재와 HAZ재가 다소 불규칙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것은 마찰교반용접에 의한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이 비교적 고

응력확대계수 레벨에서 시험편내의 피로균열전파 저항의 변동

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균열길이에 따른 전파

율의 변동을 이하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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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 curves for SIF range, ΔK=8, 11.5 and 15MPa(m)0.5 

 

3.2 피로균열전파율의 변동성

Fig. 5는 모재, 용접재 그리고 HAZ재에 대하여 응력확대계수

범위가 각각 8, 11.5 및 15 MPa(m)
0.5의 3개의 조건에 대한 CT 

시험편에 대한 피로균열전파율 da/dN과 균열길이 a 와의 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시험편내에서

도 균열길이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율 da/dN에는 공간적으로 변

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재질과 응력확대계수범위에 따라 

그 변동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확률론적 수명예측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동의 원인과 해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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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bility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to crack length

  한편, 재질에 따른 평균 피로균열전파율의 변화를 ΔK=8 및 15

에 대하여 Fig. 6에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모든 응력확대계수범위

에서 모재의 경우가 평균 피로균열전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 용접재의 경우가 크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열영향부

재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교적 응력확대계수범위가 낮

은 ΔK=8 MPa(m)0.5에서는 그 차이가 분명하나 응력확대계수범위

가 높은 ΔK=15 MPa(m)0.5에서는 용접재와 HAZ에 큰 차이가 없

었다. Fig. 7에 모재, 용접재 그리고 HAZ재에 대하여 피로균열

전파율 da/dN의  변동계수(COV)를 나타낸다.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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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mean fatigue crack growth rate on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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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V[da/dN] vs. SIF range and material property

시험편내에서도 피로균열전파율에는 불규칙성이 존재함을 이

해하였으며, 용접재의 경우가 그 변동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 HAZ재 , 그리고 모재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재질에 있

어서는 구동력이 증가하면 그 변동계수는 감소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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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 7Al - 2.5Si 합금의 기계적 및 내식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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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uel oil of diesel engines of marine ships is being changed to heavy oil of low quality as the oil price is 
becoming higher and highe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urify the heavy oil which have a large amounts of impurities such as 

sediments, oxide compound and water etc. in order to operate smoothly a diesel engine with perfectly purified oil. Moreover, the spiral 
gear attached at the motor of the purifier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to purify the heavy oil is also exposed to severe operation 
condition due to the purification of the heavy oil. Thus, the material of the spiral gear needs to a higher mechanical strength, wear and 

corrosion resistance. In this study, the heat treatment with constant holding time at temperature of 500
oC was carried out to the 

metarial of Cu-7Al-2.5Si series as centrifugal casted, and those properties for its material were inverstigated with observ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with e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measurement of corrosion potential, cathodic and anodic polarization curves, 

cyclic voltammogram, and impedance etc. in natural seawater solution. The  , ′  and phases were observed at the microstructure of  

its material as centrifugal casted in spite of no heat treatment due to quenching effect of a spin mold. However, their phases, that is, 

′  and phases were decreased gradually with heat treatment, in particular, the degree of decrement of their phases tend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the holding time at a constant temperature. The corrosion resistance was also improved with the heat treatment 
compared to no heat treatment, furthermore, the holding time is longer and longer, its corrosion resistance exhibited a better tendency. 

In addition, when the holding time was 48hrs, its corrosion current density showed the lowest value. The pattern of similar to a pitting 

corrosion was observed greatly at the its material surface in the case of no heat treatment, which is considered that phase of the 

grain boundary was corroded preferentially as an anode. However, the pattern of general corrosion exhibited increasingly due to 

decreasing the phase with heat treatment.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hat the metarial of Cu-7Al-2.5Si series can be improved with 

the heat treatment for the mechanical property and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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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유가의 상승으로 선박의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중

유는 더욱 저질화 되어 오일속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의 양

은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비중이 높은 저질중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일청정기의 정청역활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이들 저질중유를 청정하기 위해서 청정기에 걸리는 

부하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오

일 청정기는 선박의 주기관과 발전기 등에 공급되는 연료를 

청정하므로 이들 엔진의 완전연소에 의한 원활한 운전을 위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 및 각종 

펌프류와 더불어 선박기관실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오일청정기의 모터에 부착되어 있는 스파이렐 기아는 

고온의 오일에 대한 내식성, 기계적강도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

므로 알루미늄 및 규소가 함유된 동합금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파이렐 기아의 소재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Cu Sn Pb Zn As
Ni

(incl 
Co)

Fe Al Mn Si

rem.
0.20
↓

0.05
↓

0.50
↓

0.15
↓

0.25
↓

0.30
↓

6.3-
7.6

0.10
↓

1.5-
2.5

Heating
temp.(℃)

Ttime 
(h)

Brinell Hardness, HB(10/3000)

Measured values Aver.

as centrifugal cast - - - - 185

500

3 183 180 179 180 181
6 190 188 186 186 188
12 179 183 181 183 182
24 183 185 181 179 182
48 183 181 181 180 181
72 183 185 180 178 182

Aver. - - - - 182

여 가공 제작하고 있으며 수입소재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한 열간단조 및 복잡한 열처

리과정이 수반되어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형태

의 스파이렐 기아 개발을 위해서 원가비용이 증대하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스파이렐 기아 소재를 국산화하여 소재의 원

가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개발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황동 및 주석청동 등의 동합금은 오

래전부터 사용되어왔으나 알류미늄청동의 사용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알류미늄-규소 청동의 재료개발은 더

욱 최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규소 청동을 원심주조하여 도너츠 

형태의 중공 환봉을 제작하고, 스파이렐 기아의 성능에 요구되

는 기계적 강도 및 내식성에 미치는 열처리 온도 및 열처리 

시간에 대하여 비교고찰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파이렐기아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2.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알루미늄-규소 청동을 고주파용해로 용해한 후에 수평형의 원

심주조기에서 원심주조하였다. 원통형의 주형 외부를 수냉하였

고, 주형의 회전속도는  700rpm 이었다.

원심주조재의 형태는 외경 370×내경 310×길이 540㎜의 원통관

이며 원심주조재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1 Chemical composition of centrifugal casting 

specimen(wt.%)

그리고 원통형의 원심주조재를 길이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절

단하여 가로 약 30×세로 30×길이 260㎜의 사각봉을 제작하였

다. 그리고 상기한 시험편을 가로 약 40×세로 30×두께 25㎜의 

소형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 소형시편을 설정온도±

2℃로 제어되는 전기로에 장입하고 500
0C의 열처리온도에 서 

1, 3, 6, 12, 24, 48시간동안 각각 열처리하였다. 열처리를 완료

한 후에는 시편을 유냉하였다.

열처리가 완료된 시편은 두께 방향으로 약 절반 되는 위치를 

두께 방향과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고속의 수냉 회전커트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면은 연마 및 정마하여 경도 측정, 미세조

직을 측정하고 내식성에 대한 전기화학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경도측정은 대경사제 모델의 브리넬 경도기를 사용하였고, 사

용압자는 직경 10㎜의 강구이며, 적용 하중은 3,000kg, 하중시

간은 15초 이다. 평면으로 연마된 한 개의 시편에 대하여 4 점

의 측정위치에서 브리넬 경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조직사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3㎛의 다이아몬드로 연마하여 평탄한 

거울면을 얻은 후 (⋅  10g +  20㎖ +메틸알

콜20㎖)의 에칭액에 25초간 침지하고 에칭이 완료된 후에는 물

로 세정하고, 다시 알코홀을 분무하여 블로어로 건조시켰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내식성 실험을 위해 시험편을 샌드페이퍼 100

번에서 2000번까지 연마한 후 노출면적 1㎠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실리콘 수지로 절연 시켰으며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동선을 연

결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용액은 천연해수용액을 사용하

였으며 3 ㎝/s (PIV: Particle Image Velocimetery 로 측정)의 속

도로 용액을 유동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부식전위 변

화와 부식전위 변화에 따른  양극 및 음극분극곡선의 측정과 타

팰외삽법에 의한 부식전류밀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이클릭 

선도변화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분극곡선 측정 후의 부식된 표

면을 관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측정장치는 Won. A. Tech사가 수입 판매하는 

CMS-100 프로그램이며 기준전극은 SCE전극, 대극은 백금을 사용

하였고 주사속도는 1㎷/s, 그리고 delay time은 1800초로 하였다. 

단 사이클릭 선도변화 측정은 +1.5V ~ -0.2V 영역에서 30㎷/s의 

주사속도로 하였으며 부식된 표면사진은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Sometech사, Model: SV35)으로 200배 배율로 관찰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열처리 온도 500℃에서 각각의 열처리 시간에 따

른 즉 1h에서 72hrs까지 열처리한 후 유냉하였을 때, 각각의 

열처리 시간에 따른 브리넬 경도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리고 Fig. 2는 Table 2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 온도 500℃에서 열처리 시간을 6

시간 유지했을 경우 가장 높은 경도값을 나타 내었으나, 다른 

유지시간에서의 브리넬 경도는 원심주조상태의 185보다 다소 

낮은 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리고 48시간 유지했을 경우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00℃에

서 열처리하였을 경우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경도의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Comparison of brinell hardness with oil quenched 

after each holding time at 500℃

  



No Heat 500oC 24hrs

500oC 6hrs 500oC 48hrs

500oC 12hrs 500oC 72hrs

Fig. 1 Variation of microstructures with holding time at 

500oC

  Fig. 1은 500
oC에서 일정시간 유지했을 경우의 조직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에 의해서 결

정입자의 크기가 조대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정입내의 ′  상과 결정입계에 존

재하는   상이 열처리에 의해서 감소하고    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결국 500oC의 열처리는 뜨임열처리

(Tempering)이며 ′  상의 감소에 의해서 경도가 다소 낮아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각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각 시험편의 양극 및 음

극분극곡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음극분극곡선에서 약 -1.0V(SCE)영역(a 화살표)까지는 용존산

소환원반응에 따른 농도분극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양극분극곡선에서는  1차 부동태(b 하살표)와 2차 부동태(c 화

살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극분극곡선에

서 농도분극의 확산한계전류밀도는 24시간에서 가장 적은 값

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12시간의 경우가 가장 큰 값을 나

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험편은 알류미늄-규소 청

동으로 일반구조용 강에 비해서 해수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

므로 부식전위가 용존산소의 활성화분극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용존산소환원반응에 의한 확산한계전류밀도 값의 대소가 내식

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양

극분극곡선에서 1차부동태의 전류밀도 값은 48시간의 경우가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극곡선에 의한 부식전류밀도의 측정은 다

음의 이론식에 근거해서 구할 수 있다. 즉 butler-volmer의 이

론식은 다음의 (1)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12]. 그리고 (1)식에서 

분극곡선상의 양극 및 음극의 분극전위가 20mV의 영역에서는 

stern-geary식 즉 (2)식으로 변형해서 부식전류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13]. 그리고 (2)식에 근거한 CMS-100 프로그램에 의해

서 구한 부식전류밀도를 Fig. 7에 보여주고 있다.

Fig. 2 Variation of cathodic and anodic polarization curves 

with holding time

  

Fig. 3 Relationship between corrosion current densities and 

holding time(h) at 500
oC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를 한 경우가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부식전류밀도가 확실히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0
oC에서 유지시간이 길수록 부식전류밀

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48시간에서 가장 

적은 전류밀도값을 나타내고 72시간에서는 다시 부식전류밀도



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의 조직사진에

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립이 미세하고 

′  상과 상이 많이 존재하며 특히 결정입계에 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이 선택적으로 양

극으로 작용하여 공식이 발생되며 부식전류밀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1]. 그리고 열처리에 의해서 결정립은 조대

화 되고 점진적으로 ′  상과 상은 감소하며 특히 결정입계

의 상이 많이 감소하여 부식형태는 균일부식으로 변하면서 

부식전류밀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8시간에서 

내식성이 가장 좋은 것은 결정립이 조대화 되고 결정입계가 

다른 유지시간에 비해서 거의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결정입계에 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완전한 균일부식의 발생으로 인하여 내식성이 좋은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72시간에서 다시 내식성이 저하하는 경향은 지나

친 열처리 시간에 의한 인공시효의 영향으로 결정입계사이의 

경계면이 다시 나타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좀더 구체적인 연구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Variation of 1st cyclic voltammogram curves with 

various holding time(h)

  Fig. 4는 500
oC에서 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첫 번째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0.65V(SCE)에서 양극

분극을 시작하여 약 -0.1V(SCE)부근(a 화살표)까지 부동태상태

를 유지한 후 0.2V(SCE)까지 공식전위영역으로 이행하면서 양

극분극곡선을 그린 후  0.2V(SCE)을 정점으로 다시 음극분극

으로 전환하여 분극전위는 비한 방향으로 하강하면서 약 

-0.3V(SCE)영역(b 화살표) 전후에서 음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

를 나타낸 후  -0.65V(SCE)의 전위로 되돌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구조용강 등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음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가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본 실험의 

알류미늄-규소 청동에서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

각된다. 이처럼 음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가 나타난 것은 내식

성이 일반구조용강에 비해서 우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양극분극시에 공급전류밀도 ipa = ia - ic(ia : 양극전

류밀도, ic : 음극전류밀도)이며 음극분극시의 공급전류밀도  ipc 

=ic - ia 이다. 따라서 음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 ipc가 큰 것은 

내부분극곡선의 -0.3V(SCE)부근의 분극전위에서  만약 양극전

류가 있다면, 그 양극전류밀도 ia가 적은 경우이거나 혹은 

-0.3V(SCE)부근의 분극전위에서 만약 표면의 치밀한 산화막으

로 인하여 양극전류가 없다면 -0.3V(SCE)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음극공급전류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

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가 큰 시험편은 표면에 치밀한 산화막

의 형성에 의해서 내식성이 다른 시험편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지금까지 원심주조한 알류미늄-규소청동을 500
oC의 일정온도

에서 유지시간을 변수로 열처리했을 때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열처리에 의해서 결정립의 조직이 조대화 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그리고 열처리에 의해서  ′  상과 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2.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이 양극으로 작용하여 공식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열처리에 의해서 상의 감소로 인하여 

균일부식으로 변화하면서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특히 48시간 

열처리 했을 때 가장 내식성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음극부동태 한계전류밀도가 클수록 내식성이 우수한 경향을 

나타내는 즉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임피던스값과 

내식성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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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ows the mechanical property between the VARTM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system 
and hand lay-up methods for jute/styrene composites. The jute fiber made by woven as a reinforcement in composites was 
produced from Indonesia. Resin content of jute fiber reinforced composites made by hand lay-up method is higher than 
that of jute fiber reinforced composites made by VARTM. And  

1. Introduction

The jute is the best natural fiber in terms of tensile strength 

and flexural properties. And also, the physical properties of 

fiber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depend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properties of fiber and matrix polymer, the 

interface between fiber and matrix, and the fiber content. 

When the jute composites are originally made of hand lay-up,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air or surface problems. So jute 

composites are differently made by jute fiber with styrene 

resin by VARTM (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The VARTM has many merits to make jute composites in 

vacuum situation. In this study, we can compare VARTM 

system with original hand lay-up methods for mechanical 

property from jute fiber. 

2. Materials and Methods

2.1 Materials   

 Jute fiber as reinforcement in composites was produced in 

Indonesia. And the resin is the styrene from Japan at U-PICK 

Co.. 

2.2 VARTM and hand lay-up 

Jute fiber is made by VARTM at normal temperature, as 

shown in Fig 1. And it is consisted of a vacuum pump, vacuum 

bag, resin, tube, sealant tape, mold tool, resin distribution 

medium, fiber, dry reinforcement preform, etc.. In short, fiber 

is covered by vacuum bag to make of vacuum situation. And 

then, it is blocked by stopper, after fibers is flowed by resin. 

On the other hand, other jute composites were simply made by 

hand lay-up like soaked papers in air. Each specimen was 

made by VARTM and hand lay-up methods. 

Fig. 1  Processing by VARTM for jute composites

 

 

3. Results and Discussions

 Both Fig 2 and Fig 3 show that the tensile strength and 

bending strength of specimens made by VARTM are 

stronger than that of jute composites made by hand 

lay-up.  Because the specimens made by hand lay-up 

indicated to have more void and more incompact than 

that of VAR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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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nsile Strength of jute composites according to           

         methods 

Fig. 3  Bending Strength of jute composites according to         

          methods 

4. Conclusions  

This paper shows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jute composites by VARTM with hand lay-up methods. 

Resin content of jute composites made by hand lay-up is 

higher than that of jute composites made by VARTM. It 

shows that jute composites made by VARTM has superior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at made by hand la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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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protection methods such as surface coating, electric protection or some other methods etc. have been applied to 

numerous steel structures being widely used in continental and marine areas to control corrosion of those structures in economic point 

of view. And most of those steel structures are mainly protected by coating methods. However, some steel piles being under seawater 

are generally protected by electric protection method, that is, either as an impressed current or as a sacrificial anode method.  

Furthermor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ay be resulted in increasing severe corrosive environment, which, in turn, cause to be 

accelerated corrosion of the steel structures. Subsequrntly, coated steel structures would deteriorate more rapidly than the designed life 

time due to acid rain caused by air pollution etc. Therefore coating for the marine plant exposed to the seawater, that is, underwater 

hardening paintg is increasingly required to a fast dryness as well as a high corrosion resistance. 

  In this study five types of underwater hardening paints are prepared with different resin series and additives. And their corrosion and 
water resistances were investigated with electrochemical methods such as corrosion potential, polarization curves, impedance and cyclic 
voltammogram measurements etc.. Even 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rrosion resistance of a bare steel tends to increase with 
shifting the corrosion potential in the noble direction, however,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sample with coating relatively exhibited a 
better tendency when had lower corrosion potential in this study. Corrosion current density was also decreased with decreasing the 
diffusion limiting current density, which may mean that there is a somewhat  relation between corrosion and water resistance. S sample 
of a ceramic resin series relatively showed the best corrosion as well as water resistance among those of samples, while the worst 
corrosion and water resistance were observed for the R sample of epoxy resin series. Corrosion and water resistance of those samples 
tended to be deteriorated with increasing immersion days, and their corrosion and water resistances are considered to be apparently 
improved by the types of resin and additives.

교신 자 문경만: 부산 역시 도구 동삼2동  051-4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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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사회의 격한 발 은 환경오염의 증 를 가속화시

키고 이로 인해서 육. 해상의  강구조물 등은 가혹한 부식 환경

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오염

의 증 는 산성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산업폐기물의 해양유

입은 해양오염을 증 시키며 한 이들 물질 등은 육. 해상의 

구조물 등의 부식을 더욱 진시키는 매 역활을 하게된다. 따

라서 술한  강구조물 등은 장기간의 내구 수명을 해 한 

방법으로 방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를 들면 육․해상의 강교, 

부두크 인 등의 구조물 등은  도장에 의해서 방식되고 있으며 

부두의 수  강 일등은 기방식법으로 방식되고 있다. 

(Compton, 1961; Talati et al., 1984; Gartland et al., 1984; Jones 

etal., 1985; Newman, 1991; Cicognami, 1990; Hiramatsi et al., 

1996; OCDI of Japan, 1998) 그리고 일본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각종 강구조물의 방식 책비용  표면도장에 의한 경비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부식손실조사보

고서, 197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비슷한 지리  환경

 여건을  감안 할 때 표면도장에 의한 방식 책비가 큰 비

을 차지하리라 사료된다. 한 최근 들어 해양오염의 증 는 해

양구조물의 부식을 차 가속화 시키는 매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이들 구조물에 한 철 한 방식 책은 안 재해 방과 경

제 인 측면에서 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석유시추선 등의 해양 랜트 구조물의 사용빈도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구조물들은 심한 도와 조류

에 노출되어 있는 즉 주 의 가혹한 부식환경으로 인하여 술

한 기방식법으로 완 방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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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binder

Epoxy

binder

Color

Pigment

Ceramic

Pigment
Filler

Dispersion

agent

Anti-fo

aming 

agent

Additives

Non 

reactive

diluent

Ceramic 

curing

agent

Polymide 

curing

agent

S 42 2 17 10 0.8 0.5 5.7 2 20

R 40 4 14 16 0.8 0.6 4.6 5 15

N 40 2 20 12 0.8 0.7 2.5 2 20

G 40 4 17 15 0.8 0.6 3.6 4 15

B 39 5 14 13 0.7 0.3 3 5 20

청도장에 의한 방식이 매우 요하며 이 경우  기의 방청목

외에 부착성, 습기에 한 안 성, 내수성, 도막강도, 굴곡성  

친환경 코 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수  경화형 도료의 개발

에 심이 차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방차

원에서  랜트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한 방청도장은 속건성 

경화형  장수명의 내구성을 가지는 수 경화형 도료의 사용과 

개발이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까지 

외국산의 수  경화형 도료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도료의 장 용에 한 구체 인 물성평가는 없는 실정이

다. 보 (성호진 등, 2005; 문경만 등, 2007)에서는 몇 종류의 에

폭시계통의 방식 도료  방식도료에 몇 종류의 첨가제를 

첨가한 경우에 한 상  내식성평가를 기화학 인 측면에

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의 종류와 첨가제를 달리한 다섯 종류의 

수  경화형 도료를 제작하고  기화학 인 실험방법으로 내식

성과 내수성의 상  비교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수  경화형 도료의 내식성  내수성을 간편한 기화학 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 과 한 수지의 종류와 첨가제

가 수  경화형 도료의 내식성과 내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수  경화형 도료 개발에 좋

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기  된다.

2. 시험편제작  실험방법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various types of coating specimens(wt%)

 

  일반구조용 SS401강을 3㎝ × 20㎝ × 0.3㎝ 규격의 시험편을 

제작한 후 표면에 잔류해 있는 유분, 그리스분  기타 오염물

질을 용제 세척하여 제거하고 연마제 라스트 세척법으로 Sa2 

1/2 (순백색 속면) 까지 탈청하 다. 그리고 표면의 평균조도 

(Ra)가 12.5~20 이내가 되도록 하 으며, 노즐 분사압 125기

압의 에어리스 스 이로 기온 21℃, 상 습도 65~70% 조건에

서 도장 하 다. 이때의 도막두께 (DFT)는 40um로 하 다. 그리

고 자체 제작된 도료의 종류는 에폭시수지계열 3종류(R, G  

B)와 세라믹수지계열 2종류(N, S)의 다섯 종류로 하 으며 도료

의 종류에 한 주요성분은 Table 1과 같다. 그리고 5종류의 시

험편을 3㎝ ×2㎝ 의 크기로 단한 후 가장자리 앙부에 구멍

을 뚫어 동선을 연결한 후 표면  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에폭시로 연 시켰다. 그리고 각각의 시험편을 천연해수의 유

동상태(3cm/s의 유동속도:PIV:Particle Image Velocimetery로 측

정)에 침지하여 부식 와 사이클릭 볼타모그램은 침지 3일 후

와 35일이 경과한 후에, 양극  음극 분극곡선은 침지 3일, 20

일  35일 후에 측정하 으며 타펠외삽법에 의해서 부식 류

도를 구하 다(동일 종류의 시험편을 동시에 침지한 후 침지일

수에 따라 각각의 시험편에 해서 측정을 하 음). 그리고 침지 

3일과 35일 후의 사이클릭선도 측정 후의 표면을 상 미경

(Sometech사, Model:SV35)으로 표면상태를 찰 하 다. 그리고 

별도로 음극분극곡선을  측정한 후  분극곡선상의 확산한계 역

(O2+2H2O+4e=4OH_의 용존산소 환원반응에 따른 농도분극 역)

에 있는 일정 분극  즉 -0.7V(SCE)에서의 음극 류 도(확산

한계 류 도)의 침지일수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이들 값과 

부식 류 도 변화의 상 계를 비교 고찰 하 다. 실험에 사

용된 분극곡선 측정장치는  Won, A. Tech사의 CMS-100 로그

램이며 주사속도는 1mV/s, 극은 백 , 그리고 기 극은  

SCE 극이다.

3. 실험 결과  고찰

Fig. 1은  3일 후의 각 시험편의 양극  음극분극곡선을 나

타내고 있다.  R시험편이 가장 내식성이 좋지 않은 경향을, 

그리고 비교  낮은  값을 나타 내었던 S시험편의 내식

성이 좋은 경향을 정성 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35일 후의 

분극곡선에서도 R시험편은 가장 내식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한 S시험편은 두 번째로 내식성이 좋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분극곡선에서 구한 부식 류

도를 알기쉽게 그래 로 나타내고 있다. 

  



Fig. 1 Variation of cathodic and anodic polarization curves 

after 3day
,s immersion in seawater solution

일반 으로 나강 의 경우 표면의 산화막에 의해서 양극분극

이 큰 즉 양극지배에 의해서 부식 가 높을수록 내식성이 

좋은 경향을, 그리고 부식 가 낮을수록 내식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 부식 가 높

은 R시험편이 오히려 내식성이 떨어지는 즉 부식 류 도가 

큰 값을, 부식 가 낮은 S시험편이 역으로 내식성이 좋은 

부식 류 도가 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도장된 시험편

의 경우 나강 의 기화학  부식거동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장된 R시험편의 경우 양극분극에 

비해서 음극분극이 은, 즉 도막의 상태가 치 하지 못하여 

물과 용존산소의 침입이 용이하여 용존산소의 환원반응에 의

한 농도분극이 어 형성된 부식 가 귀한 값을 나타내어

도 부식 류 도는 오히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

며, 그리고 S시험편은 치 한 도막에 의해서 용존산소와 물의 

침입이 어려워 음극의 농도분극의 증 에 의한 음극지배형으

로 비한 부식 가 형성되나 내식성은 오히려 좋아지는 것

으로 생각된다.        

 

Fig. 2 Comparison of corrosion current densities with 

immersion days for various coating specimens 

  

Fig. 3 Cathodic polarization curves  after 20day,s immersion in 

seawater solution

  Fig. 3은 침지 20일 후에 각 시험편에 한 음극분극곡선을 나타

내고 있다. S시험편이 가장 왼쪽에 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험

편은  거의 모두가 오른쪽에 치하고 있으며 근소하지만 R시험

편이 가장 오른쪽에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지일수가 증

가할수록 모든 시험편의 확산한계 류 도값은 증가하고 있으며 

S시험편이 가장 은 값을 R과 G시험편이 비교  큰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세라믹 수지계의 S와 에폭시 수지계의  R시험편의 경우  

확산한계 류 도가 은 즉 내수성이 좋으면   내식성도  좋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내수성이 좋을수록 즉, 도막이 치

할수록 물과 용존산소  염소이온이 도막을 통하여 속

면까지 도달하는 확산속도는 감소하게 되며, 한 속면의 

양극과 음극의 분극은 증 하고 동시에 치 한 도막에 의한 

회로 항(양극과 음극사이의 도막 항) 증  하여 양극의 산

화반응에 의한 속의 부식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Steinsmo, et al., 1989a; Steinsmo, et al., 1989b). 그리고 R시

험편은 충진제와 첨가제가 다소 다른 에폭시계열(G와B시험

편)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S시험편은 다른 세라믹계열 N

시험편보다 세라믹수지와 첨가제가 다소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분과 함랑이 내수성과 내식성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는 침지일수에 따른 각 시험편에 해서 사이클릭선도 측

정 후의 표면상태를 상 미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침지 3일 

후의 사이클릭선도 측정 후의  표면상태는  S시험편과 N시험편의 

경우 표면상태가 다소 거친 느낌이 있으나 비교  평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침지 35일 후에는 체 으로 표면상태가 

거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시험편의 경우가 

하게 거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B시험편도 다소 거친 모습을 

보 다. 그리고 S시험편의 경우 침지 3일 보다 침지 35일후의 표

면에는 붉은 반 이 오히려 게 찰되었다. 도막의 표면은 침지

일수가 증가할수록 염소이온이 도막내로 침투하여 도막의 표면

을 끊임없이 괴하고 동시에 물과  용존산소의 침투는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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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은 차 거칠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S시험편의 경

우 침지 일수가 35일인 경우가 오히려 붉은 반 이 은 것은 Fig. 

5와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식성과 내수성이 침지일수가 증가

할수록 오히려 좋아진 실험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즉 

S시험편의 경우 도막표면의 수지와 첨가제가 해수용액과의 계면

에서 침지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다른 도막에 비해서 내수성

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산화막을 형성하여 내수성과 내식성을 개

선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Surface morphology of corroded surface after drawing 

cyclic voltammogram curves with immersion days(x200)

4.결 론

수지의 종류와 첨가제를 달리한  5종류의 수 경화형 도료에 

해서 기화학 인 방법으로 내식성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부식 와 내식성의 상 계는 나강 의 기화학  

부식거동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식 가 낮을수록 

내식성이 좋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내식성과 내수성이 우수한 도료는 세라믹 수지계열의 S

시험편이었으며 가장 좋지 않은 도료는 에폭시 수지계열의 R

시험편이었다.  

(3) 확산한계 류 도값이 은 즉 내수성이 좋을수록 내식

성이 개선된 부식 류 도값도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침지 일수가 증가할수록 내수성과 내식성은 나빠지는 경

향이 있었으나 S시험편의 경우는 오히려 다소 좋아지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5) 결과 으로 수 경화형 도료의 성능은 수지와 첨가제의 

종류  그 함량비에 의해서 달라지는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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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of Cold Rolled Steel(CR) for automobile is gradually increasing. If surface treatment(coating for corrosion 

resistance) of CR is not conducted, the use is very limited. Because CR is vulnerable to corrosion. Therefore we need development of 
coating solution of high corrosion resistance about CR. In this study, the solutions of organic/inorganic solution with Si and Ti(Si 
polysilicate 7 wt.% + Urethane 13 wt.% + Ti amorphous 0.5 wt.% ; LR-0727(1)) are used for evaluation of corrosion resistance of CR 

under salt spray test. Test specimens with LR-0727(1) coating had heat treatment in the drying oven at 120 ~ 210℃ for 5 minute. 
Corrosion resistance was investigated with salt spray test of 7 hours. And adhesive test was conducted, too.  

1. 서    론 

 아연 도금 강판에 주로 사용하는 크로메이트 처리는 아연강

판의 부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저렴해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Dobrza´nski et al, 2007). 하지만 크로메이트 처리액에 

포함된 6가 크롬은 인체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 되었다. 

China RoHS는 전자전기제품에 6대 유해물질(Pb, Hg, Cd, Cr+6,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폐전기 전자

기기에 관련된 규정인 EU RoHS는 제품에 포함되는 사용제한 

및 금지물질이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크로메이트 대체를 위하여 

Cr
+3 크로메이트(김수원과  이철태, 2006; 이철태, 2007; 김만 

등, 2004; Deflorian, 2005), Cr-free(박영준, 2007; 이종두, 2006), 

무기 또는 유기계 피막처리(김형준, 1993; Bajat et al, 2007; 

Duhua et al, 2009; Steven et al, 2005; Zheludkevich et al, 2005) 

등의 친환경 방청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조남웅, 2001)

  저자 등은 아연도금강판에 6가 크롬 코팅을 대처할 코팅 용

액을 개발하여 부착성과 안정성, 내식성 등을 연구하였다.(서현

수 등, 2010; 서현수 등, 2010; 서현수 등, 2011) 즉, 크롬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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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용액인 S-700과 LR-0317의 최적 코팅 조건을 도출하였다. 

190℃에서 5분간 열처리하였을 때, 최적 코팅 상태가 되었고, 

S-700보다는 LR-0317 코팅 용액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

다.

 한편, 냉간압연강판(CR강판)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사무

용 기구 등 가정용품으로 부터 산업기계 및 각종 건축용 자재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 자동차용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강판은 

부식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표면처리(부식방지코팅처리)를 

하지 많으면 그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저자 등은 냉간압연강판에 S-700, LR-0317과 새롭게 개발한 

LR-0727(1), LR-0727(2) 코팅 용액을 사용하여 내식성을 평가하

였다. 그 중 냉간압연강판에 최적인 코팅용액은 LR-0727(1)으

로 판명이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간압연강판에 서로 다른 열처리 온

도에서 LR-0727(1)를 코팅하여 최적의 열처리 온도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코팅액과 냉간압연강판의 부착성 평

가는 Cross-cut 방법(Gillett, 1995)을 사용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시험편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시판되고 있는 냉간 압연 강판(Cold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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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d Carbon Steel, CR)이다. Fig. 1에 나타내는 염수 분무 시

험편의 크기는 KS D9502 규정의 150 × 70 mm보다 약간 큰 

160 × 85mm이다. 이것은 가장자리 부분에서 부식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처리 할 여유이다. 먼저, 냉간 

압연 강판 제조 당시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뿌려놓은 기름

을 제거하기 위해 탈지제(중외 휴먼텍, CW-ISC/D, 강력탈지 세

척제, CW-1020)를 사용 한 뒤, 이소프로판올에서 5분간 초음파 

세척하였다. 

코팅은 바코터 3호(습도막 두께: 6.86 ㎛)를 사용하였으며, 13

0℃부터 10℃씩 증가시켜 200℃까지 5분 열처리 하였다. 이때 

열처리된 코팅층의 두께는 습도막의 두께 x 코팅액의 고형분

으로 계산하면 약 1.37 ㎛정도이다. 그리고 수냉 후, 코팅면적

이 150 × 70 mm이 되도록 가장자리에 테이핑 처리하였다.

Fig. 1 Dimensions of specimen for salt spray test

2.2 코팅용액

  사용한 코팅 용액은 (주)NGE Tech에서 생산한 것으로 

LR-0727(1) (우레탄 13 wt.% + Si polysilicate 7 wt.%  + Ti 아

모르퍼스 0.5 wt.%)을 사용하였다.

 유/무기 하이브리드 용액은 Fig. 2에 나타낸 반응의 가수분해

에 의하여 폴리실리케이트 용액을 만들 수 있다. 금속 알콕사

이드를 Me(OR)n으로 나타내면, 식(1)의 반응과 같이 가수분해

하여 생성된 Me(OH)n은 용액 중에서 식(2)와 같이 반응이 진

행된다.

Me(OR)n+nH2O -> Me(OH)n+nROH     (1)

 여기서, Me는 Si, Ti, Al, Ba 등의 금속, R은 CH3, C2H5, C3H7 

등의 알킬기, n은 금속의 산화수를 나타낸다.

Me(OH)n -> MeOn/2+n/2H2O           (2) 

 Me(OH)n이 식(2)에 의하여 중축합하여, 용액 중에 

-Me-O-Me-O-의 결합이 형성된 골격을 가지는 산화물 미립자가 

생성되고, 연결되어 건조 후에 치밀한 피막이 형성된다.

Fig. 2 Organic/inorganic coating binder design

2.3 염수분무시험

 코팅된 냉간압연강판의 내식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염수분

무시험기(Test mate Co. Ltd.)를 사용하였다. LR-0727(1) 용액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내식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20℃부터 1

0℃씩 증가시켜 210℃까지 5분간 열처리한 시험편을 각각 5개

씩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챔버 내의 45° 기울어진 거치대에 설

치하고, 분무실내의 온도는 35±2 ℃로 유지하면서 중성 염수

를 분무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은 1시간 간격으로 관

찰하였으며, 7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내식성 평가는 

촬영한 사진으로 초기 부식의 발생시간과 부식의 넓이로 판단

하였다. Fig. 3은 염수분무 시험의 흐름도이다.

Ultrasonic Cleaning
(Isopropanol, 5minute) 

↓

Solution Coating
(Bar coater, No.3)

↓

Heat treatment
(120,130,140,150,160,170,180,190,200,210℃,

5minute)
↓

Water cooling
↓

Taping of specimen edge
↓

Salt spray test (7 h)
Fig. 3 Flow chart of salt spray test

2.4 부착성 평가

 부착성 평가는 코팅한 시험편 위에 Fig. 1과 같이 10 × 10 

mm 면적에 1 mm 간격으로 크로스 컷을 한 후, 3M 테이프로 

붙여서 떼어내었을 때, 코팅 층의 박리 여부로 부착성을 평가

하였다. (Gillett, 1995). 

3. 결과 및 고찰

3.1 건조 온도에 따른 내식특성

   Heat treatment

   temperature(℃) 

      Time(h)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1 0 0.07 0 0 0

2 0.24 0.22 0.03 0 0

3 0.62 0.62 0.20 0.05 0

4 1.18 1.27 0.37 0.13 0

5 1.76 2.12 0.58 0.20 0

6 2.86 2.72 0.90 0.30 0

7 4.22 3.50 1.28 0.47 0

Table 1  The average area(%) of rust during salt spra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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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earance after 7 h in salt spray test using CR 

specimens with LR-0727(1)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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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area of rust and 

salt spray test time of four types of heat treatment 

tenperature

     

  LR-0727(1)으로 코팅한 냉간압연 강판의 건조 온도에 따른 내

식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20℃부터 10℃씩 증가시켜 210℃까지

의 온도에서 5분간 열처리를 하였다. Fig. 4는 7시간 동안 염수분

무시험을 한 후의 시험편 외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Table 1은 각 

다른 온도로 열처리된 5개의 시험편의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평

균 부식 면적율(%)을 나타내고 있다.

Fig. 4와 Table 1을 보면 120℃부터 150℃까지의 시편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였고, 160℃이상으로는 전혀 부식이 되지 않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Table 1의 평균 부식 면적율을 염수분무 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낸 것인데 160℃이상으로 열처리한 시험편에서는 부

식이 발생하지 않아 120℃부터 150℃까지만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4와 Fig. 5 그리고 Table 1을 종합해서 보면 열처리 온도

가 증가 할수록 부식 면적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내식성이 우수해 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건조 온도에 따른 부착특성

 150℃이하의 온도로 열처리를 시행한 시험편의 경우에 부식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160℃부터 190℃까지의 시험편만 크로스 컷을 하였다. 

Fig. 6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Fig. 7은 160℃에서 열처리한 시험편

을 광학현미경으로 50배 촬영한 사진이다. 모든 시험편에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았고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LR-0727(1) 코팅용액의 가장 최적의 

최저 열처리온도는 160℃로 판단하였다.

(a)

  

(b)

 

(c)

  

(d)

Fig. 6 Appearance of the specimen heat treated at 160℃(a), 

170℃(b), 180℃(c) and 190℃(d) after adhesion test. (by digital 

camera)

 

     

Fig. 7 Magnification of 50 times of Fig. 6 (a) (by 

microscop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냉간 압연 강판의 LR-0727(1) 코팅용액에 대한 

최적의 열처리 온도를 선정하였다. 열처리를 온도를 120℃부터 

10℃씩 증가하여 190℃까지 변화시켜 코팅을 해주었고 내식성 평가

를 위해 염수분무 시험을 시행하였다. 또한, 코팅에 대한 부착성 평

가를 위해 크로스 컷 또한 하였고,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염수분무시험에서 150℃이하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였고, 160℃이상의 온도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2) 크로스 컷 시험에서 160℃이상의 온도로 열처리를 시행한 

시험편 모두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우수한 부착특성을 나타내었다.

(3) (1), (2)의 결과로 LR-0727(1)으로 코팅한 냉간압연강판의 

최적의 최하 열처리 온도는 160℃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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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Boron steel 보론강, Hot stamping 핫스탬핑, TWB (Tailor Welded Blank) 맞춤식 용  강 , YAG laser welding 야

크 이  용 , Die quenching 다이퀜칭

ABSTRACT : The hot stamping technique is the forming work to manufacture the high strength parts by cooling rapidly after the 

press forming in heating at over Austenite transformation temperature. The hot stamping technique is expected to be able to confront 
each other effectively for the required property at parts of car body, the safety and the light weight. And boron steel which contains 
very small amount of boron is the one of the materials for hot stamp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micro-structure an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heat treatment conditions. The die-quenching from the various temperatures was 
conducted under the different-elapsed time as a heat-treatment. Therefore, these property values can be a practical data to use boron 
steels for hot stamping.

1. 서    론 

 세계 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

라 자동차 분야의 환경  규제가 강화 되면서 환경보 과 

경제 발 의 상생을 도모함 으로써 환경규제를 새로운 시

장창출의 수단으로 활동하기 해 고효율, 고안 , 고감성

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집 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응방안으로 차체의 경량화가 

두 되고 있다. (장종민 등, 2009)

 그 방법으로써 비철 합 을 이용하여 재료 자체의 경량

화를 도모하는 방법과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의 두

께를 이는 경량화 방법이 각 을 받고 있다. (Altan.T 등 

2006) 그러나 재료 경량화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합  재료가 고가이므로 가격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고강도 재료는 스 링백 상  고강도로 인

한 가공 는 성형이 어렵다는 단 을 극복해야 한다.

남기우 : 부산 역시 남구 용당동 100 부경 학교 용당캠퍼스

051-629-6358  namkw@pknu.ac.kr   

  이에 서로 다른 재질, 두께, 강도를 갖는 소재를 이  

용 을 통하여 맞춤 블랭크로 제조하여 활용하는 TWB 

(Tailor welded blank) 기술과 핫스탬핑(Hot Stamping)용 

보론강(Boron Steel)을 이용한 열간 성형 기술을 목하여 

자동차 분야에 용될 경우 자체 부품의 경량화  고안

성, 생산의 자동화  공정 수 감소의 효과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지민욱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용 된 핫스탬핑 소재인 보론 강

의 열처리 온도를 달리하여 다이퀜칭(Die quenching) 조

건에 따른 기계  특성을 찰하 으며, 보론 강 의 이종 

두께 이  용  특성을 조사하 다.

2. 재료  실험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보론강에 산화피막 발생을 방

지하기 해 Al-Si을 코  처리한 SABC1470 재료로서 일

반 으로 22MnB5로 알려져 있는 보론강 두께 1.2 mm,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Sort C Si Mn P S

wt.% 0.24 0.27 1.14 0.015 0.001

Sort Cr Al Ti B Fe

wt.% 0.17 0.041 0.036 0.003 Bal.

1.4 mm, 1.6 mm를 사용하 다. 사용된 보론강의 화학조

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이  용 된 보론 강 의 열처리에 따른 특성을 알아

보기 하여 각각 다른 열처리 조건에서 다이퀜칭(Die 

quenching)한 보론 강 의 기계  특성  미세조직을 

찰하 다. Fig 1 은 열처리 조건을 모식화한 것으로 850 

℃, 900 ℃, 950 ℃ 의 세가지 조건에서 안정화하고, 7분간 

열처리한 후, 직 인 수냉이 아닌 물이 순환하는 냉각장

치 사이에서 냉각시키는 다이퀜칭 의 냉각 방법을 택하여 

기 시간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열처리 하 다. 다이퀜칭

을 이용한 이유는 공정에서 핫스탬핑 후 즉시 형 내에 

냉각수를 흘리는 방법을 재 하고자 하 다.

 이  용 은 1.4 mm 동종두께와 1.6 mm와 1.4 mm, 

1.6 mm와 1.2 mm의 이종두께 보론 강 을 야크 이  

용 기(모델명: 3kW-CW Nd : YAG Laser System)를 이

용하여 3 kW 의 고정 출력으로 4.0 m/min 의 속도로 시

험편 상부에서 을 두고 맞 기(Butt) 용 을 실시하

다.

 이  용 된 보론 강 의 인장시험은 만능 시험기(모

델명: Zwick/Roell Z250) 를 사용 하 다. 시험 조건은 

pre-load를 50 N으로 가한 상태에서 시험 속도를 1 

mm/min로 실시 하 다. 시험편의 형상  크기는 ASTM 

sub size규격으로 Fig. 2 와 같다.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300g의 하 으로 

10 간 압자를 압입하여 비커스 경도(Vickers Hardness)를 

측정을 실시하 으며, 미세조직 찰은 용 부 를 단, 

마운 하여 폴리싱 하 으며, 용착부, HAZ부, 모재부의 

조직 찰은 폴리싱 후 나이탈(Nital) 3 %용액으로 엣칭 

(Etching)하여 학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oron steel

 

 

Fig. 1  Diagram of heat treatment conditions.

Fig. 2 Dimension of the ASTM sub size specimen.

3. 실험 결과

3.1 최  용  조건

  입열량에 따른 용 성을 평가하기 하여 2.0 ~ 7.0 m/min 

으로 용  속도를 다르게 용 하여 그 단면을 찰한 사진이 

아래 Fig. 3 이다.

  이  출력을 3 kW 로 최 값으로 고정하여 용 속도를 

다르게 하여 입열량의 조건 차이를 두었다. 2.0 m/min 의 속

도로 용 한 시험편의 경우는 비드의 비가 비 하며 3.0 

m/min 의 경우는 약간의 언더컷(Undercut)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4.0 과 5.0 m/min 의 용  속도에서 비드의 양호한 

모습을 찰할 수 있었고, 6.0 m/min 의 경우 백비드가 국부

으로 형성되었고, 7.0 m/min의 경우 심한 언더컷이 발생하

며, 입열량이 작아 불완  용입의 모습을 찰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시험에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 조건을 비교하여 4.0 

m/min 의 조건을 택하 으며, 이종 두께의 용 부에서도 역

시 4.0 m/min 의 조건이 가장 좋은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Fig. 3  The section of laser welded specimens according  

       to the welding speed. : 2.0 ~ 7.0 m/min



3.2 동종두께 용 부 인장 시험

  Fig. 4 는 1.4 mm 동일두께 보론 강 의 인장시험 결과

를 열처리 온도별로 응력 - 변형률 곡선으로 분류하여 나

타내었다.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다이퀜칭 까지의 기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인장  항복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약 800 ℃ 에서 200 ℃ 까지의 마르텐사

이트 변태 구간에서 랭하지 못하고 페라이트, 혹은 펄라

이트 변태가 먼  시작되면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함량

이 작거나 베이나이트로 변태되어 강도가 하되었다고 

단된다. 연신율 역시 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 하는 

것도 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처리 온

도가 높아짐에 따라 냉각 시작 시간까지 시간이 길어지더

라도 인장  항복강도는 하하는 정도가 감소하 다. 

  보론 강  모재의 퀜칭 후 인장강도가 1470 MPa 임을 

감안하 을 때, 이  용 부를 가진 보론 강   퀜칭

이 되었다고 단되는 조건의 인장강도의 평균값이 약 

1200 MPa 로 모재 인장 강도와 비교하여 81.6 % 의 강도

를 확보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Stress-strain curve of the boron steel according    

       to the different waiting time for die-quenching   

       at (a)1123K, (b)1173K, (c)1223K.

 

Fig. 5  Tensile strength at the different temperature : 

       (a) 1.6 mm - 1.4 mm (b) 1.6 mm - 1.2 mm.

3.3 이종두께 용 부 인장 시험

  맞춤식 용  강 을 제작할 때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의 두께를 크게 하는 이종두께의 용 성을 평가하기 하여 

동종두께 용  결과와 비교하 다.

  Fig. 5 는 1.4 mm 동종두께 맞 기 용 시험편 결과와 단 

차이가 0.2 mm 인 1.6 mm 와 1.4 mm 의 시험편과 단 차이

가 0.4 mm 인 1.6 mm 와 1.2 mm 의 용  시험편 인장 결과

를 나타내었다. Fig. 5 (a)는 단 차이에 계없이 동종두께와 

거의 비슷한 인장 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에서는 단 차이가 0.4 mm 로 기존 동종두께 용  시험편의 

인장 강도 결과와 비교하여 약 100 MPa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6.8 % 의 강도 하를 확인하 다.

3.4 미세조직 찰  경도 측정

  Fig. 6 는 이  용  보론 강 의 900 ℃ 승온 후 즉

시 냉각한 시험편의 단면 50 배율 학 미경 사진  

500 배율의 모재부, 용착부의 사진이다. 모재부는 마르텐

사이트 조직으로 단되며 비커스 경도 평균값은 Hv 470, 

용착부는 베이나이트 조직으로 단되며 비커스 경도 평

균값이 Hv 300 으로 나타났다. 용착부에서는 검은  모

양을 쉽게 찰할 수 있었으며, Al-Si 코 층의 존재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6 Micro structure of laser welded specimens : (a)   

      The section of weld zone (x50, panorama), (b)     

      Base matal zone and (c) weld matal zone (x500).

 Fig. 6 (a)의 용착부 오른쪽 에서 찰할 수 있는 

Al-Si 코 층의 용입부(비커스 경도 평균값 Hv 200)가 용

부 단의 원인으로 인장 강도  연신율 하를 래 

할 수 있다고 단된다. 용착부에서 검은 의 형태로 

찰되는 것은 카바이드로 추측되며, 이는 흩어진 탄소가 한 

곳으로 응집되면서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방해 요인으로 

단되며, 의 두 가지 강도 하의 요인을 제어함으로써 

보론 강 의 이  용 부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

을 것이라고 상된다. (H. W. Lee 등 200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Si 코 된 핫스탬핑용 보론 강 을 동

종두께  이종 두께로 이  용 하여 각기 다른 온도

로 열처리 하여 다이퀜칭 조건에 따른 인장 강도  경도, 

미세조직에 하여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보론 강 을 오스테나이트 변태 온도 이상으로 열처리 후 

랭하 을 경우, 인장 강도는 1200 MPa, 비커스 경도는 용착부

에서 Hv 300, 모재부에서 Hv 470 이상을 나타내었다.

(2) 핫스탬핑용 보론 강 의 인장 강도  경도, 조직 찰 결

과, 오스테나이트 변태 온도  마르텐사이트 변태 시작온도는 

약 800~850 ℃ 정도로 850 ℃ 이상의 온도로 가열, 안정화하여

야만 핫스탬핑 열간 성형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3) 이종두께로 용  시, 각 두께의 단 차이가 0.2 mm 에서는 

용 부 강도가 크게 향을 받지 않지만, 단 차이 0.4 mm 에서

는 약 6.8 % 의 강도 하를 보 다.

(4) 핫스탬핑용 보론강 의 이  용 부는 모재의 81.6 % 

의 인장강도를 가지며 Al-Si 코 층의 제어  처리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신뢰성의 확보가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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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ssimilar friction welded joints were performed using 20 mm diameter solid bar in forging steel(SF 45) to 
carbon steel(SM 45C) for automobile cam shaft applications. The optimal friction welding parameters were selected to ensure reliable 

quality welds on the basis of visual examination, tensile test, hardness measurement, rotary bending fatigue test(RBFT) and 
microstructural investigation. So, this paper deals with optimizing the welding conditions and analyzing various RBFT properties about 
heat-treated BM, as-welded and PWHT. The results of the mechanical tests are described when the optimal welding condition is n=2,000 

rpm, P1=70 MPa, P2=140 MPa, t1=7 sec, t2=5 sec. Fatigue limit of BM(SF45) and PWHT for the RBFT were investigated 180, 250 
MPa, respectively.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마찰용접의 최적조건의 결정과 응용 및 강

도에 관한 연구가 Kang and Min(1998), Kong and Kim(2006), 

Jeong and Shinoda( 1997)에 의하여 보고되는 등 이종재료의 

마찰용접 특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마찰용접

조건과 인장강도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실

용상 중요한 피로강도의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또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적 해석을 연구한 보고는 드물다. 마찰용접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구조물 혹은 제품의 안전성 및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평가방법에 의한 마찰용접재

의 강도특성 파악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자동차 후진기어용 캠축재는 단조재로서 년 평균 생산개수

는 거의 수백만 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형상이 복잡하여 열

처리 및 가공공정, 피로수명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경제

적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종전의 일체의 단조

품을 캠 형상 부분은 기존의 단조품인 SF45로 사용하고, 나머

지 축 부분은 일반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인 SM45C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공유식 

등, 2010).

교신저자 김선진: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

051-629-6163  sjkim@pknu.ac.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후진기어용 축재 등에 이용되

는 캠 형상 부분만을 기존의 단조품인 SF45와 축 부분은 일반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인 SM45C의 동종 금속간의 마찰용 에 

의한 제품을 양산하기 해, 마찰용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한 

용 품질과의 상 계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는 마찰용  후 

열처리를 시행하여 용 재(As-welded)와 후열처리재(Post-weld 

heat treatment, PWHT)의 강도특성을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한 열처리된 모재와 마찰용  후열처리재에 한 회 굽힘 피

로시험을 시행하여 피로강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및 시험편

  본 연구에 사용된 마찰용접을 위한 실험 재료는 SM45C와 

SF45 강재이며, 국내 G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기계구조용 탄

소강재(SM45C)는 각종 기계부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이

며, 열간 단조재 SF45는 내열성, 내마모성 그리고 고온강도 등

이 우수하며, 주로 일반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의 축류, 기어

류, 냉간 단조품, 볼트류 등에 많이 사용된다. Table 1과 Table 

2에 SF45와 SM45C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각각 나타내

었다.

  두 이종재료를 각각 직경 20 mm, 길이 80 mm로 가공하였으

며, 마찰용접 후 강도를 알기 위한 인장 시험편의 형상과 치수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는 KS B0801 14A 규격에 따라 CNC선반 가공 후 연삭하였다. 

그리고 경도 및 조직을 조사하기 위해 마찰용접한 후 용접계

면에서 좌우 15 mm로 절단하였고, 중심부를 따라서 와이어 절

단하였다. 절단시 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삭유를 듬뿍 

적용하였고, 마운팅 후 폴리싱하여 미시조직과 미소 비커스경

도를 조사 측정하였다. 또한 마찰용접 후 용접부의 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용접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PWHT)를 하였고, 이는 표면 고주파 열처리(high-frequency 

quenching hardening)를 시행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 (wt. ％)

Mat. C Si Mn P S Cr Mo Ni Cu Fe

SF45 - 0.35 0.82 0.19 - 0.14 - 0.15 0.25 Bal.

SM45C 0.45 0.18 0.67 0.015 0.016 0.15 0.19 0.08 0.19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

Tensile

strength

σt(MPa)

Yield

strength

σy(MPa)

Reduct-

ion of

areaφ(%)

Elongation

ε(%)

Hard-

ness

(HV)

SF45 693 400 47.2 26.2 160

SM45C 846 725 42.5 16.6 220

2.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마찰용접시험에 사용된 마찰용접기(Model : TOHO TH-25)는 

연속구동브레이크형 (Continuous drive brake type)이며, 용량

은 최대 재료치수로서 회전척은 ø25 mm이고 고정척은 ø40

mm이다. 그리고 이음부의 인장강도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만능시험기 (Model : KDU-50)로서 인장속도는 2 mm/min으로 

각 모재와 용접재를 인장시험 하였다. 경도시험은 마이크로 비

이커스 경도시험기(Model : MVK-H1, Akashi)을 사용하였으

며, 시험조건은 하중 1000g/10초의 0.5mm 등간격으로 하여, 

용접재와 후열처리재에 대한 경도분포를 3가지로 구분해서 비

교 조사하였다.

  회전굽힘피로 시험기(Model : FTO-20H-01)는 One-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이며, 용량은 최대굽힘 

모멘트 20(kgf․m), 3500(rpm)이고, 고온실험을 위한 가열로가 

부착되어 있다. 부하방식은 2점 지지, 2점 하중식의 중추 직가

식인 균일 굽힘 모멘트 형이다.

Fig. 1 Schematic mechanism of one-type rotary bending 

fatigue testing machine(Model : FTO-20H-01)

  Fig. 1에서와 같이 굽힘모멘트()는 부하를 W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1)

여기서 은 하중지점간의 거리이며, 본 시험에서는 20cm이다.

굽힘모멘트()와 시험편에 가해진 굽힘응력() 사이에는 

 (는 단면계수)의 관계가 있으므로 다음식과 같다.

     




                               (2)

따라서 굽힘응력()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3)

  본 연구에 사용된 마찰용접의 변수로는 회전수(n), 가열압력

(P1), 업셋압력(P2), 가열시간(t1), 업셋시간(t2) 등이다. 참고문헌

(오세규 등, 1988; 이배섭 등, 2005; Kong and Kim, 2006))에 

의하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실험 후 가열압력과 업셋압력의 

최 조건을 결정하 다. 그리고 이 조건을 기 으로 가열시간 

변화에 따른 최 조건과 총업셋량(UT)의 변화를 조사하 다. 

한 2차 실험에서는 최 압력조건에서 가열시간을 변화시켜 

마찰용  후 용 재의 강도 특성을 비교 검토하 고, 이를 기

준으로 모재와 마찰용접재의 회전굽힘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한편, 용접후열처리(PWHT)는 최적 조건에서 마찰용접 후 

이 시편을 코일형 고주파 가열장치에 의해 150 kW의 고주파 

전력, 주파수 100 kHz로 850-900 °C까지 10sec간 급속 가열하여 

수냉한 다음, 150 °C에서 60 min. 탬퍼링 처리한 후 공랭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3.1 마찰용접의 최적화

  1차적으로 압력변화에 따른 시험결과에서 최적조건은 가열

압력과 업셋압력을 각각 70, 140 MPa로 나타났다.

  Fig. 2와 Fig. 3은 모재(SF45)와 마찰용접재(as-welded) 그리

고 용  후열처리재(PWHT)의 인장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

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용  후열처리에 의하여 인장강

도와 항복강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연신율과 단면수축률

은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고주 열처리에 의한 후열처

리재의 인장강도는 약 1000MPa로 마찰용 재 보다 약 300MPa

정도 높은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단면은 고주 열처

리의 효과로 인한 취성 인 양상을 보 다. 따라서 실제 마찰

용  용시에는 후열처리에 한 정확한 사용조건에 따른 연

구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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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는 최적 마찰용접 조건에서 용접한 시험편(as-welded)

의 미소 비커스경도 분포를 나타낸 다. 경도측정은 접합부 중

심에서 좌우 0.5 mm 등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모재의 경도는 

SM45C측이 HV220으로 SF45 모재의 HV160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며, 용접계면에서 약 HV265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접경계면 부근에서 마찰용접시 국부가열과 급냉 및 단

조 효과에 의하여 경도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Kang and 

Min, 1998). 이러한 용접계면부의 높은 경도치는 용접 후열처

리에 의해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열영향부를 두 가지 영역으

로 구분하여 보면, 시험편 중심부에서의 열영향부 크기는 

SM45C측 2.5 mm, SF45측 3 mm로 약 5.5 mm 이고, 센터에서 

5 mm 떨어진 지점의 열영향부의 크기는 SM45C측 3 mm, 

SF45측 3.5 mm로 약 6.5 mm로 나타났다.

  또한 용접 후열처리재(PWHT)의 경도측정은 중심부와 원주

부의 경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2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시험편직경 15 mm의 중심축선상에서 측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 센터에서 3 m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후열처리재의 경도는 약 HV700으로 열영향부, 

모재측 모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용접재(as-welded)

와 비교해 볼 때 약 3배 이상의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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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rdness distribution of as-welded and PWHT

  Fig. 5는 마찰용접재(as-welded)에 대한 각각의 광학 현미경 

조직사진을 200배의 배율로 관찰하여 나타낸다. 그림에서 용접

계면(weld interface, WI) 부근(c)에서 두 재료가 강렬히 혼합되

어 계면의 형태가 잘 구분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두 금속의 

결정립이 재결정하여 더욱 미세화 되었다. SM 45C 열영향부

(a)는 다소 미세한 결정립 구조를 보이며, 모재부(d)는 펄라이

트(pearlit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적 조건에서 마

찰용접한 용접부의 미세조직은 두 이종재가 강렬히 혼합하여 

용융물이나 입자성장이 없는 미세입자의 혼합조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Fig. 5 Optical microstructures of as-welded for           

SM45C to SF45(x200)



3.2 회전굽힘 피로시험

  Fig. 6은 SF45-SM45C의 열처리한 모재(Heat-treated BM)와 

마찰용접재(As-welded) 및 용접후열처리재(PWHT)의 회전굽힘 

피로시험에 대한 S-N선도를 나타낸다.

  오세규 등(1988)의 문헌에 의해 모재에 대한 회전굽힘피로시

험 결과를 참조하여 피로한도는 2×10
6cycle까지 파단되지 않았

을 때의 응력을 적용하였다. 열처리된 모재(SF45, SM45C)의 

피로한도는 각각 180, 220MPa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마찰용

접재와 용접후열처리재의 피로한도는 각각 220, 250MPa로 나

타났다. 용접후열처리재에서 열처리된 모재(SF45)에 비해 약 

40%의 피로한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찰용접과 

용접후열처리에 의해 수명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용접후열처리에 의한 피로한도의 향상으로 자동차 후진

기어용 축재의 이종접합 적용시 수명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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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tigue test results obtained from heat-treated BM and 

PWHT

  4. 결    론 

  자동차 후진기어용 축에 사용되는 단조품 SF45와 SM45C의 

이종 마찰용접 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M45C-SF45의 이종 마찰용접재와 후열처리재의 강도와 

연성 및 경도분포 등을 고려한 최적 마찰용접 조건은 회전수 

2000 rpm, 가열압력 70MPa, 업셋압력 140MPa, 가열시간 7sec, 

업셋시간 5sec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최적조건에서 마찰용접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두 

이종재가 강렬히 혼합하여 접합계면의 형태가 구분되지 않게 

나타났으며, 또한 회전굽힘 피로한도는 열처리된 모재와 용접

후열처리재가 각각 180, 250MPa로 나타났으며, 이는 용접후열

처리재가 모재(SF45)에 비해 약 40%의 피로한도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종전의 일체형 단조품(SF45)에 비해 후진기어 캠 형상 부

분은 SF45로 사용하고 나머지 축 부분은 SM45C로 이종 접합

하여 양산하게 되면, 단조비용 절감, 피로수명향상, 기계가공에 

따른 공정수 및 재료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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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a ship and structure are becoming larger (such as large structures, vessels, FPSO, etc.). So, weld 

material is required to high strength. Welding has advantage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welding technology, such as 

ease of operation and the structures of simplification and the confidential excellence, etc. But it has occurred to shrinkage 

and deformation, because of the repeat of heating and cooling. Welding residual stress has an adverse effect on stability. 

Also, fatigue and brittle fracture of structures are closely related. In this study,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ethods were 

conducted. measured residual stress by using the AIS3000 and compare with the results of analysis by using the ANSYS 

simulation. Observed microstructure of metal surface at various positions of weld, HAZ, and base metal by using the optical 

microscope, EPMA. and Ingredients analyzes using XRD. Next compare with changes to the strength and weld residual 

stress.

1. 서    론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화학플랜트, 원자로, 항공, 자동

차, 산업기기를 비롯하여 운반선과 대형구조물 등이 대형화 되

어감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 TLP, SPAR, FPSO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높은 강도를 가지는 용접재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용접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작업성, 안전성, 경제성 및 미관 등 다

른 접합 방법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접시

에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가열과 냉각을 반복적으로 받게 된다.

그 결과 국부적인 좌굴과 취성파괴, 피로강도에 영향을 미치

고,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하여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잔류응력이란 금속내에서 불균일하게 발생하는 응력으로 급

격한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에서는 가열과 

냉각의 반복으로 인하여 불균일하게 냉각됨으로써 부위마다 냉

각속도가 달라 수축과 변형이 생기고, 필연적으로 잔류응력이

허선철: 경상대학교 에너지기계공학과

E-mail : schuh@gnu.ac,kr C.P : 017-561-0821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잔류응력은 내구성에 문제가 되며, 결함

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장력강 EH36을 소재로 사용하여 실험적인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으로 잔류응력의 분포를 확인함과 동시

에 잔류응력이 금속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적인 방법으로 AIS3000을 사용하여 잔류응력 및 물

성치를 측정하고, 광학현미경, EPMA, XRD를 사용하여 조직의 

변화와 성분분석, 결정격자 구조를 확인하였다. 해석적인 방법

으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인 ANSYS 12.0을 사용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적 방법의 결과와 비교⦁관찰

하였다. 

2. 실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

2.1 실험적 방법

극후판 EH36강재를 사용하여 다층용접을 실시하였다. Fig. 1은 

용접할 시편의 용접부 단면도이다. 두께 40mm 강판을 용접하

고자 V자 형으로 양면 맞대기 용접을 실시하고, 다층으로 용

접하였으며, 용접시 조건은 Table 1과 같은 조건하에 실시하였

고, 1회 TAG용접 후 CO2용접을 실시하였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Cross section drawing of weld zone

Welding

Order

Weding 

machine
Voltage Current

We l di ng 

Time(Sec)

1 TIG 160A 90Sec

2 CO2 25V 220A 130Sec

3 CO2 26V 250A 135Sec

4 CO2 26V 250A 140Sec

5 CO2 26V 250A 150Sec

Table 1 Welding Conditions 

또한 AIS3000을 이용하여 잔류응력 및 물 성치, 경도를 척정하

였다. 측정과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AIS3000의 측정 원리는 

압입자로 표면에 압입하고 압입과정에서 잔류응력이 이완되는 

정도를 이용하여 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Base Metal의 물성치

와 경도를 측정하여 Reference Data로 하고 용접 후 Top과 

Side, Top으로부터 깊이방향 5mm 간격으로 Wire cutting한 표

면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 Point간의 간격은 측정 시 

압입자가 표면을 압입하면서 잔류응력이 이완되기 때문에 정확

한 Data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3mm 이상을 띄워서 측정함으

로써 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께가 

40mm로 양면 맞대기용접을 하였기 때문에 2분의1만 측정하였

다. 조직 관찰 실험을 위해 시험편은 각각 Base, HAZ, Welding 

부분이 포함되게 절단하여 Polishing을 한 후 Etching을 하였다. 

조직 표면 관찰은 광학 현미경, 조직의 성분 분석은 EPMA, 결

정립 크기는 XRD시험기로 측정하였다.

Fig. 2 Experimental process

2.2 해석적 방법

 Fig. 3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Modeling 한 것이며, 색깔

별로 각각 다른 물성치를 부여하였다. 비드형상마다 온도에 대

한 물성치를 주었으며, 양면 맞대기 용접이기 때문에 

Symmetry로 하였고, 2D와 3D의 해석결과 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에 시간적 효율성을 위하여 2D로 해석하였다. Fig. 4

에서는 Mesh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Mesh 형상을 

Quadrilateral을 하였으며, Element Size는 0.005/2, Mesh 개수

는 24000으로 하였다.

열해석을 위하여 대류 열전달 조건으로 하였으며, Fig. 5에 나

타낸 것처럼 비드 형상 하나하나에 부여하기 위하여 Birth  

and death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에 의해 금속의 상태가 변하

기 때문에 탄성과 소성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g. 6과 같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적용해 주어

야 한다. 구조해석에서 Boundry condition은 Fig. 7과 같이 X, 

Y축을 Fix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Fig. 3 Modeling for thermal analysis varying with

      properties

Fig. 4 Element and mesh process

Fig. 5 Heat conduction process in bead



Fig. 6 Stress and strain cover

Fig. 7 Boundary condition

3. 결과 및 고찰  

AIS3000을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서 Table 5에 나

타내었다. 결과 값을 보면 Base에 비하여 용접부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경도 값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깊이 방향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Fig. 8에 Side에서 본 깊이방향

의 잔류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보아 용접열에 의해 

용접부가 Base보다 더 단단하고 취성적임을 알 수 있으며 깊이

방향으로 갈수록 단단하고 취성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Fig. 9에서 Fig. 11은 조직 관찰 결과로써 용접부, 열영향

부, Base로 나누어 조직을 관찰하고 성분 분석을 한 것이다.

조직 사진을 보면 Grain size가 가장 작으면서도 조밀한 곳은 

열영향부 였으며, 용접부, Base 순으로 관찰 되었다. 성분 분석

한 결과 열처리에 의해 강도를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하게 보이며, Base의 경우 미세한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2상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HAZ의 경우 용접부 경계는 용접 중 

가열에 의해 펄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멘타이트의 일부가 구

상화함과 동시에 펄라이트 일부는 오스테나이트로 변태하기 때

문에 모재에 비해 펄라이트의 변화가 현저하다. 이때 형성되는 

조직은 변태전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지름에 의존하고 결정립 

지름이 조악한 경우에는 조직이 조악하게 되고 미세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한 조직이 된다. 이 때문에 경계부는 용접입열에 의

해 조직도 담금질과 유사한 조악한 조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용접부의 성분분석 결과 각 부위의 성분분석 결과는 기존 

규격의 범위를 잘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H36강에 

대한 결정격자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체십입방 결정의 [111], 

[200]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용접 입열에 의해 성분의 양 및 

분포는 변하였으나 결정격자 구조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led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ngineering 

YS

Engineering 

UTS

[MPa] [MPa] [MPa] [MPa]

Base 

Metal
294.13 637.67 293.2 538.63

Weld

part 
344.9 748.7 343.3 623.2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Base and Weld part

Filed Lmax Hmax HV Em

[kg] [mm] [GPa]

Base 
Metal 50.024 88.205 208.608 84.897

Weld
part 50.026 88.727 234.2 109.354

Table 3 Hardness of Base and Weld part

  

Depth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Engineering 

YS
Engineering 

UTS

[MPa] [MPa] [MPa] [MPa]

5mm 330.6 717.3 329 595.5

10mm 321.5 694.2 320.3 581.7

15mm 331.6 720.6 330.1 599.7

20mm 395.8 862.8 393.9 715.9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n the depth in weld part

Filed Lmax Hmax HV Em

[kg] [mm] [GPa]

5mm 50.02 92.68 227.4 97.28

10mm 50.01 84.73 218.6 103.91

15mm 50.03 90.51 233.9 111.35

20mm 50.03 88.26 256.7 121.14

Table 5 Hardness on the depth in weld part

Fig. 8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n depth and

      side



Fig. 9 Surface microstructure observation using 

      the optical microscope

Fig. 10 Surface microstructure observation varying with 
       depth from Top 

  

C Si Mn Fe

0.17 0.42 1.37 95.41

Base

C Si Mn Fe

0.18 0.73 1.67 95.59

HAZ

C Si Mn Fe

0.18 0.57 1.13 95.54

Welding part

Fig. 11 Conponent analysis

Fig. 12 XRD spectrum of EH36

 ANSYS해석 결과 잔류응력이 열영향부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

었으며 Fig. 13에서 보듯이 Max값이 247MPa임을 알 수 있었으

며, 실험 결과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석의 결과 값이 다소 높

게 측정되었으나 분포 경향은 비교적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잔류응력의 정량적 차이는 해석과정 중의 각 부위의  

입력값들의 오차와 해석공정상의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인 보완 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Max:247MPa

Fig. 13 Analysis result of thermal-structural
        coupled field analysi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방법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용접열

에 의해서 잔류응력의 분포와 금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잔류응력은 열영향부에서 가장 높았고, 용접부, Base순서로 

나타났다. 용접열에 의해 용융상태에 있던 비드가 응고하면서 

인장응력이  Base와 용접부의 경계부 근처인 열영향부에서 발생

하였으며, 이들 잔류응력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깊이 방향으로 보았을 때 깊이가 깊어질수록 국부적인 경도

값 및 인장강도 값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잔류

응력값의 분포는 표면부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한요소해석결과는 잔류응력이 열영향부에서 가장 높게 나

왔으며 이는 실험결과와 비교적 일치하였다. 그러나 정량적 차

이는 해석과정 중의 각 부위의 입력값들의 오차와 해석공정상의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인 보완 해

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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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의 Koker & Leg 에 따른 강도 평가

 

한익승(DSME)․ 신장용(DSME)

Recently, green energy industry has grown up rapidly. Wind power is one of these green energy. A 
lot of good quality wind farm’s location is Euro & North America area. Therefore, wind mill 
installation vessels(WMIV) will be transported by other transportation vessel. Here, WMIV has some 

characteristic structure components which are essential mechanical parts to carry out installing the 
wind turbine. There specific structures are leg and Koker. This vessel has 4 leg, each 76m long. This 
special configuration can cause additional local stresses by acceleration due to transportation vessel’s 

motion. Leg and Koker which is supporting structure around Leg and attached by main hull are 
suffered highly contact pressures at contact surface of each other. According to this reason, DSME has 
carried out strength analysis by contact simulation for accurat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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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라인의 자유경간 해석 

- DnV RP 심으로 

정동호*, 김 주, 이호생, 문덕수, 이승원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 연구소

Free span analysis of subsea pipeline 

D.H. JUNG, H.J. Kim, H.S. Lee, D.S. MOON, S.W. Lee
Marine structure & Plant Div., MOERI/KORDI 

ABSTRACT

노르웨이 선 에서  제안하는 설계법에 따라 해 이 라인의 자유경간 해석이 수행되어진다. 흐름방향과 흐름직각방향

에서 발생하는 와류유기진동 주 수 성분과 발생하는  자유경간의 고유진동수와의 계를 정의하여 스크린 해석을  수행

한다. 산정된 허용 자유경간의 길이는 극한강도해석을 통하여 안 성을 평가한다. 노르웨이 선 에서 제안하는 자유경간 

해석식을  강릉녹색도시에 용될 해 이 라인 허용자유경간 설계 과정에 용하 다. 산정된 결과는 이론식에 의한 

자유경간  길이의 약 50%에 불과하게 나타나서 매우 보수 인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 과정

을 사용사자 쉽게 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로그램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자는 간단한 입력자료

만을  사용하여 해  이 라인의 자유경간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KEY WORDS:  Free span, Subsea pipeline, DnV RP, frequency and ultimate load analyses

1. 서  론

해  이 라인은 해 에서 개발된 가스 혹은 석유 등

의 자원을 육상까지 이송하는 연결 으로서, 최근에는 해수 

혹은 수소 등 다양한 자원 운반용으로 용되고 있다. 최근 

해양자원의 개발이 심해로 옮겨지고 있음에 따라, 이 라

인의 용 수심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해  이

라인을 천해에 용할 경우에는 정 한 해 지형 조사를 

통하여 평평한 해 면을 찾아서, 바닥 고르기를 통하여 평

평한 해 면 에 이 라인을 설치하여 매설한다. 그러

나, 용 수심이  깊어지면 최 의 경로를 선정하더라

도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해 면 에 이 라인의 

일부분이 설치된다. 이 경우 이 라인은 해 면 에 걸

쳐진 형상을 이루며 자유경간이 형성된다. 비록 천해역에 

설치되어 매설된 이 라인도 랑과 조류의 쇄굴 작용에 

의해 자유경간은 형성될 수 있다.

해 이 라인에 자유경간이 형성되면 이  자 에 

의하여 경계 지지  부근에는 응력이 발생한다. 한 랑

과 조류에 의한 외력에 노출되어 안 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와류유기진동(vortex-induced vibration) 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유경간이 형성되면 극한하 에 의하여 

이 라인의 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복하 에 의한 

피로 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 이 라인을 

설계 할 시에는 용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유경간을 

고려하여 허용 자유경간의 길이를 산정해야 한다. 허용 자

유경간 길이를 산정하여 이 라인 설치 경로 설계 시 안

한 경로를 선정할 수 있다. 한 유지 보수 개념에서 허

용 자유경간을 설정함으로써, 일정 길이 이상 이 라인이 

자유경간으로 노출될 경우 한 유지보수 방법으로 보호

할 수 있다. 

자유경간 길이 산정은 노르웨이 선  혹은 미국석유

회 등에서 규정하기도 한다. 정동호 등 (2003)은 허용 자유

경간 길이를 산정하기 하여 이론 인 연구를 수행하 다. 

그들은 정  응력해석을 통하여 정  자유경간길이를 산정

하 으며, 와류유기진동이 발생하는 유속에서의 고유진동수 

계식을 이용하여 동  자유경간 길이를 산정하 다. 그들

의 결과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한 계산과 그래  결과 만으

로 자유경간 길이를 산정할 수 있다. 최 와 주(2003)는 노

르웨이 선 에서 2002년에 개정된 자유경간 해석 차를 

소개하 으며, 이 방법에 따라 자유경간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선 에서 제시했던 자유경간 

해석 차를 따라 자유경간 해석을 수행한다. 해양환경  

이  규격에 하여 주 수 해석을 통하여 허용 자유경

간 길이를 산정한 후 극한하 에 한 응력 검토를 수행한

다. 해석 방법을 통하여 강릉 녹색도시에 용하고자 하는 

이 라인에 하여 자유경간 제해석을 수행한다. 

2. 자유경간 해석 차 (DnV2002 기 )

노르웨이 선 에서는 해 이 라인의 자유경간 해석

을 하여 실행 가이드라인(DnV RP, DnV recommended 

practice)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Fig. 1과 같은 차로 

자유경간을 평가하도록 제시한다. 

먼  주 수 해석을 통하여 랑  조류에 의하여 흐

름방향과 흐름의 직각방향에 하여 각각 주 수 검토를 

수행한다. 주 수 검토 결과가 만족되면 극한하  응력 검

토를 수행하고 되며, 발생응력이 허용응력보다 은 값인 

경우 발생하는 자유경간은 안 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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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free span (DnV 2002)

2.1 자유경간의 주 수 검토 : VIV 주 수와 자유경간의 

고유진동수 계를 검토 

1) 흐름방향에서 고유진동수  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

다.









⋅

 ⋅


여기서, 

  : 고유진동수 안 계수

  : 흐름방향 검사 계수

  : 조류흐름 비 =  



  : 이 외경

  : 자유경간 길이

  : 이  높이에서 작용하는 조류속도 100년 재

주기 값

  : 1년 유의 고에 상응하는 이  높이에서 

랑 기인 흐름 속도에 한 1년 재 주기값




 : 감소속도에 한 흐름방향 시작값


 







     


      


     

   ,   



2) 흐름직각방향에서 고유진동수 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

여기서,   : 흐름직각방향에 한 검사 계수




 : 감소속도에 한 흐름직각방향 시작 값


 



⋅ ⋅⋅

  : 해 근 성, 조류비, 트 치 등에 한 교정상수

3) 1차 고유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 된다.

 ≈⋅
 




 



여기서,

 ∼  : 경계조건 계수

  : 유효 경간 길이

  : 유효 질량

  : 오일러 좌굴 강도  


  ⋅⋅ 

⋅


⋅

⋅
 


 (정  처짐)

   ∆  ∆  (설치 시 유

효인장력)

흐름방향과 흐름직각방향의 계식에 고유진동수 계식을 

넣어서 정리하면 허용 자유경간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는 자유경간의 1차 모드가 지배 이라는 가정 하에 

1차 모드만 고려하게 된다. 이 계식은 비록 간단한 고유

치와 계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해 면과의 근 성, 트

치 형성, 랑에 의한 효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2 극한 응력 검토

주 수 검토를 통하여 자유경간 길이가 산정된 후에는 

응력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1) 동  응력 

  흐름방향 (Inline) : 

    






⋅









  흐름직각방향 (Cross-flow) :   





여기서,

  : 흐름방향 응력범  

     (  ⋅⋅⋅⋅ )

  : 흐름직각방향 응력범  

     (  ⋅⋅⋅⋅ )

  : 직  랑하 에 의한 최  응력 범

  ⋅  

    : 랑에 의한 응답 응력의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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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 해수면 스펙트럼

  : 해수면 값을 특정 수심으로 변환하는 주 수 변환 

함수

  : VIV에 의한 흐름방향 단  변  응력 진폭 

  : VIV에 의한 흐름직각방향 단  변  응력 진폭

2)   는 아래 계식에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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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응력 검토 : 정   동  응력은 축방향 인장력에 

의한 응력과 함께 고려하여 허용응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최종 으로 자유경간에 의하여 발생한 응력을 검토하게 된

다. 

   ±    

만약 응력 검토한 결과가 허용응력을 과한다면, 값을 조

정하여 기 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제해석

앞 장에서 언 된 노르웨이 선  규정에 따라 자유경간 

해석을 한 수치해석 계산 로그램을 제작하 다. 계산 

로그램에서는 이 라인의 제원, 해양환경 특성치, 그리고, 

경계조건에 한 상수 등을 입력하면 허용 자유경간의 길

이와 응력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응력 검토는 스펙

트럼 해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론해를 통하여 검토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간단한 수치해석 과정이 수반되 

되었다. 

제해석은 재 계획 인 강릉녹색도시 해양심층수 취

수용 이 라인에 하여 용되었다. 해양심층수 취수

은 식수로 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PE 혹은 GFRP 재질의 

이 가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GFRP 재질의 이

를 상으로 해석하 다.  수심에 걸쳐서 자유경간이 발

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나, 본 제해석에서는 수심 

30m해역에 자유경간이 발생하는 것을 상으로 검토하

다. 유의 고 6(m), 피크 주기 8(s), 흐름은 2.0 (m/s)의 환

경자료를 가정하 으며, 직경 0.832(m)의 이 에 하여 

해석하 다.  

Table 1에서는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흐름방향 허용 자유

경간 길이가 20m, 흐름 직각방향 허용자유경간 길이는 28m로 사

정되었다. 이 경우 최소 길이인 20m를 허용 자유경간 길이로 산정

하게 된다. 이 값에 하여 응력 검토를 수행한 결과, 허용응력보

다 작게 나타나서 최종 으로 20m의 허용 자유경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참고문헌의 정 등(2003)의 이론해석에 의한 자유경간 

길이는 약 30m로 산정되어, 노르웨이 선 에 의한 해석 결과가 보

다 보수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선  자료는 석

유 혹은 가스 등을 이송하기 한 이 라인을 주로 상으로 하



Table 1 Case study for calculating allowable free span length based on DnV RP

Input data Output data

Water depth (m) 30 Inline free span length (m) 20.0

Significant wave height (m) 6 Cross-flow free span length (m) 28.6

Wave peak period (s) 8    
  1,589,220

Current velocity (m/s) 2.0  
 2,800,333

 
 1800   

 5,600,666

Pipe material GFRP 


9,990,219

<   : O.K.

 
  1024

Outer diameter 0.832

Thickness 0.016

Allowable stress of GFRP 

 


4.9E8

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항목들을 고려하며, 높은 안 율이 용되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  이 라인의 허용 자유경간을 산정

하기 하여 노르웨이 선 에서 제공하는 추천 용 로그

램을 분석하여 용하고자 하 다. 흐름방향과 흐름직각방

향에 한 주 수와 고유주 수와의 계를 이용하여 허용

자유경간을 산정하며, 이 값을 극한응력 검토를 통하여 안

성을 검토하 다. 강릉녹색도시에서 용하게 될 해양심

층수 취수 에 하여 용하여 제해석을 수행하 는데, 

약 20m의 허용자유경간 길이를 얻을 수 있었다. 노르웨이 

선 에서 추천하는 로그램은 이론해에 의한 자유경간 길

이보다 약 50% 짧게 산정되어 매우 보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르웨이 선 에서 추천하는 자유경간 해석과정

을 보다 쉽게 용하기 하여 간단한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사용자가 간단한 입력을 통하여 

허용자유경간 길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향후에는 

사용자 편의 로그램 (GUI)으로 개선하여 보다 쉽게 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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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ON:  This report presents safety based FPSO topside layout review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e 
Safety Layout Review is to provide an auditable framework in which the essenti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the layout are 
structured though there are various alternatives and choices for topside layout determination. 
Methodology used in this report is based on the Shell layout methodology which was developed to focus on detailed and Systematic 
approach to FPSO topside layout arrangement in the conceptual design stage of FPSO.  
 

1. Introduction 
There is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to determine the FPSO 

topside arrangement, but just copied from existing facilities with 

coarse review or determined as per final users preferences. The 

methodology used in the Safety Lay-out Review aims to provide 

a structured approach to the layout development of the topsides 

and is based upon the Shell layout methodolo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ree fundamental concepts; 1) 

Hierarchical approach, 2)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required 

functions and hardware, 3) The minimum scale of accident 

relevant to considerations of layout. This report presents a safety 

review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the FPSO topside design 

using an established methodology from Shell Global Solutions 

and background of selected Layout arrangement. 

 

2. Methodology 
1) Top Level analysis  

At the Top Level analysis the Function Groups are determined 

based upon the major functions of the FPSO Further the, from 

Safety Layout Review point of view, relevant Major Accidental 

Events (MAE) are determined. These include:  

- Jet Fire (gas) (JFgas)  

- Jet Fire (2-phase) (JF2-phase)  

- Pool Fire (PF)  

- Explosion (Ex)  

- Dropped Objects  

Based upon statistical data the relative likelihood of MAE’s is 

determined and will be expressed as ‘n x 10-6 /year’.  

For each of the selected MAE'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so 

called manageability of the event. This is an assessment of the 

event in terms of likely difficulty of interrupting the chain of 

events which otherwise would lead to an escalated Major 

Accidental Event. The assessment is based upon:  

- The likely scale of the event;  

- The typical rate of development.  

The most adverse MEA's from point of view of manageability 

are assigned a Manageability Factor of 2, while the most 

manageable is assigned a factor of 1. The MEA manageability is 

incorporated in the method by multiplying the MEA frequency by 

the Manageability Factor leading to a weighted MEA frequency.  

 

2) Function Group Analysis  

This is a representation of the relative locations of the Function 

Groups which also shows the requirements for adequate physical 

separation or fire/blast barriers. The Function Group Analysis 

may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eps:  

a) Identify the Function Groups  

A Function Group is a logical grouping of facilities or systems 

which meet a functional requirement of the overall facility, and 

which would naturally but not inevitably be located together.  

Using the initial Process Flow Diagrams (PFD’s) or P&ID’s if 

available  

b) Determine the Function Group Initiating Behavior Ratings  

The Function Group Initiating Behavior Rating describes the 

likelihood of a Function Group being directly responsible for 

initiating an MAE. The procedure for the derivation of the 

Initiating Behavior Ratings for each of the Functions Groups is 

accomplished as follows:  

- The result of the Top Level FPSO MAE analysis is a weighted 

frequency of occurrence for each MAE.  

- For each MAE, the total weighted frequency is distributed over 

the Function Group(s) responsible for initia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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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ach Function Group in turn, the weighted frequencies are 

summed for all the MAE that the particular Function Group can 

initiate.  

- The Initiating Behavior Rating is equal to the log10 of (total of 

the weighted frequencies + 1).  

c) Determine the Function Group Escalating Behavior Ratings  

The function Group Escalating Behavior Rating describes the 

likelihood of a Function Group (FG) causing the escalation of an 

MAE initiated elsewhere. These properties are summarized in the 

Function Group Characterization Table, and then combined to 

give the Escalating Behavior Rating. In this table the relevant data 

regarding each FG are listed. Typically, the following attributes 

are considered for each FG.  

- Production or Support (for information only);  

- Safety-Criticality;  

- Hydrocarbon Inventory;  

- Normal Presence of an Ignition Source;  

- Relative Asset Value;  

- Manning Level.  

 

3) Proximity Matrices  

Based upon the Function Group Initiating and Escalating Ratings, 

the requirement for adequate separation or blast/fire walls is 

determined using the following three Proximity Matrices:  

- The Antagonisms Matrix;  

- Manning Affinities Matrix;  

- Process Logistics Affinities Matrix.  

 

a) The Antagonisms Matrix  

This matrix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proximity matrices, 

and is the cornerstone of the Function Group analysis. It defines 

the Function Group antagonisms and thereby provides the basic 

separation preferences for Function Groups 

Escalating Behavior Rating Initiating 

Behavior 3 2 1 0 

3 3 3 2 1 

2 3 2 1 1 

1 2 1 1 1 

0 1 1 1 1 

'3' Fire Wall/Blast Wall or large separation (>50 m) is 

recommended.  

'2' Fire wall or space (> 25 m) to separate the two Function 

Groups is recommended. However, explosion mitigation studies 

may be expected to require alternatives to fire walls to be 

employed in some instances..  

'1' No preferences regarding the relative location of these 

Function Groups, which can therefore be regarded as neutral 

towards each other  

b) The Manning Affinities Matrix  

The Manning Affinities Matrix is intended to highlight intensity 

of operator ‘traffic’ at the FPSO. To do this, a proximity matrix is 

constructed to identify pairs of Function Groups in which both 

FG’s have a high Manning Level. Locating these FG's together 

reduces the exposure related to unnecessary passing other 

hazardous areas. Affinities in the Manning Affinities Matrix are 

signified by the symbol ‘m’ or ‘mm’ (‘mm’ indicates a greater 

affinity then ‘m’), which means that the Function Groups should 

be sited close together, preferably in the same Layout Area. 

c) The Process Logistics Affinities Matrix  

A part of the affinities resulting from a desire to minimize the 

operation ‘traffic’, there are other reasons – based upon process 

logic, or some specific dependent or spatial relationship to one 

another – why certain Function Groups should be located close 

together. Affinities in the Process Logistics Affinities Matrix are 

signified by the signified by the symbol ‘p’ or ‘pp’ (‘pp’ indicates 

a greater affinity then ‘pp’), which means that the Function 

Groups should be sited close together, preferably in the same 

Layout Area 

 

3. Applications 
A basic general FPSO design is established in the SHI system 

through workshops in a previous project. A safety review using 

an established methodology from Shell Global Solutions has been 

a part of this. A workshop was held to outlin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hosen design and possible other options 

specific for the Western Isles FPSO concept. 

 

1) Overall philosophies as basis are as follows; 

- Ship shaped FPSO 

- Turret moored 

- Free weather vaning, i.e. turret forward positioned 

- Escape tunnel along ship side 

- Central pipe rack 

- Module based layout 

- The FPSO are generally divided into main areas. LQ, process 

areas, utility areas, power generators, flare area, offloading. 

The following basis design is frozen based on the above 

 

2) Overall alternatives (Position of LQ & Flare) 

a) Alternative 1 



Vessel with accommodation including Control room, safe haven, 

lifeboats located in front of the vessel. The flare located aft of the 

vessel. 

ain safety principles are as follows; 

- LQ/CCR UPWIND  

- Flare stack located downwind and away from LQ and helideck  

- Turret and process area as appropriate are separated by fire 

and/or blast wall capable of resisting the fire and explosion loads 

- Fire and blast wall, between LQ and turret  

b) Alternative 2 (LQ Forward, Flare AFT)  

Main safety principles: 

- LQ/CCR DOWNWIND  

- Flare stack located upwind and away from LQ and helideck.  

- Turret and process areas are located forward vessel.  

- Fire and blast wall, in front of LQ  

 

3) Position of process vs utilities; how to choose 

The chosen layout is based on an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pros 

and cons of each concept and the risk reducing measures. 

The cons are addressed in a safety review and mitigating 

measures are identified to reduce risk.  

 a) Alternative 1 (Process systems located forward) 

Turret area will be separated from process area by a fire and blast 

wall capable of resisting the dimensioning fire and explosion 

loads. Sufficient separation between process area and turbine air 

intake to avoid gas and smoke in the intakes during hazardous 

events.  

b) Alternative 2 (Process systems located aft) 

The protection of KO drum is essential. For the KO drum 

adequate fire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4. Safety Layout Review Result and Discussion 
The antagonisms matrix below is used. The risk assessment is 

based on combinations of positioning of systems relative to each 

other, likeliness for accidents & hazardousness of each system. 

MAE Esc. T OS HP FS FD PS CI DE PG

MAE Ini. 3 3 3 3 2 2 1 2 2 

T 3 3         

OS 3 3 3        

HP 3 3 3 3       

FS 3 3 3 3 3      

FD 2 3 3 3 3 2     

PS 2 3 3 3 3 2 2    

CI 1 2 2 2 2 1 1 1   

DE 2 3 3 3 3 2 2 1 2  

PG 2 3 3 3 3 2 2 1 2 2 

 <Table 1> Antagonisms Matrix 

 

Discussion 1: Base Case 

 
Pros: 

- HP gas has a short route from HP compressor to turret 

- Un-stabilized HC from turret are routed a short way to process 

area. 

- There will not be any exhaust from the turbines over the process. 

Cons: 

- Turbines and utility areas are identified as hazardous areas (red) 

- Red risk zones are distributed all over the topside. 

- Process systems located close to LQ 

- KO drum located close to utilities and potentially upwind 

turbine air intakes 

- Turbine intake downwind of process area 

- Potential reduction of natural ventilation due to large fire walls 

in turret area 

- Long distance from turbines to accommodation 

 

Discussion 2: Utilities & turbine forward 

 
Pros: 

- Short way between generators and accommodation 

- Turbines and utility areas are proven to be more safe than for 

base case 

- All type 3 rated (red) modules are in the same area, as far as 

possible from most normally manned areas 

- Less restrictions in the turret area 

Cons: 

- Likeliness of exhaust from the turbines over the process area. 

- Thrusters will normally be used to keep the FPSO at an 15 

degree angle towards the wind to avoid this. 

- HP gas routed long way through utility area from HP 

compressor to turret. 

- Un-stabilized HC from turret are routed a long way through the 

utility area towards process area. 



- Some unsolve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 laydown 

communication area 

- KO drum exposed from all major hazardous modules 

 

Discussion 3: Base Case with KO drum aft of Turbines 

 
Pros: 

- HP gas has a short route from HP compressor to turret 

- Un-stabilized HC from turret are routed a short way to process 

area. 

- There will not be any exhaust from the turbines over the process. 

- Turbine location, pipe-rack and utility areas are safer relative to 

positioning of KO drum 

- Red risk zones are reduced to a minimum, generally 

concentrated in one area 

Cons: 

- Process systems located close to LQ 

- Turbine intake downwind of process area 

- Potential reduction of natural ventilation due to large fire walls 

in turret area  

- Long distance from turbines to accommodation 

 

Discussion 4: Base Case with KO drum aft, altern. fire walls 

 
Pros: 

- HP gas has a short route from HP compressor to turret 

- Un-stabilized HC from turret are routed a short way to process 

area. 

- There will not be any exhaust from the turbines over the process. 

- Turbine location, pipe-rack and utility areas are safer relative to 

positioning of KO drum 

- Red risk zones are reduced to a minimum, generally 

concentrated in one area 

- Inclusion of aft fire wall increase safety in utility areas to a 

maximum 

- Reduced fire wall sizes in turret area increases natural 

ventilation without significant reducing safety 

Cons: 

- Process systems located close to LQ 

- Turbine intake downwind of process area 

- Long distance from turbines to accommodation 

 

5. Conclusions 
As result of safety layout review analysis, LQ and Turret forward 

side, Process system forward but Utility system AFT side 

configuration has the most pros against other configurations. 

1) Flare System location is preferred to place the downwind 

(AFT) side 

2) Turret and Process area to be segregate with blasé/fire wall 

3) Utility and Process Area to be segregate with fire wall 

4) Flare system location apart from 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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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재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7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해 보행로  개발에 착수하 다. 새로
이 개발되는 해 보행로 은 로펠러 방식으로 추력을 얻는 기존의 수 로 과는 달리 여러 개의 로 이루어진 다리를 이용하여 
해 면에 근 해서 보행과 유 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 로 이다. 부분의 수 카메라는 비디오 송이 아날로그 형태로 이
루어지는데, 아날로그 비디오 송은 자기 간섭에 취약하고, 간에 통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변환 장치에 의해서 화질 손상  노
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해 보행로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비디오 송을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상 데이터가 비디오 인코더를 이용하여 디지
털로 변환된 후에 압축되어 선상시스템으로 송되고, 네트워크 카메라의 비디오 데이터는 이더넷에 직  연결되어 압축된 디지털 형태
로 송된다. 이블을 통하여 선상시스템으로 송된 상 데이터는 비디오 서버에 일 으로 장되는 동시에 모니터링 모니터에 
출력된다. 설계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구축한 테스트베드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상압축방식으로 H.264/MPEG-4를 사용하고 압축률
이 30%일 경우에 최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테스트베드는 AXIS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 Kongsberg사의 oe15-109 아날로그 모노 카
메라, AXIS사의 M1114 네트워크 카메라, 3COM사의 3CGSU08 기가비트 스 칭허 , 그리고 Soltek사의 SFC2000-TL10 기가비트 컨버
터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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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은 6,000m  심해용 무인잠수정 해미래 ROV

와(이 묵 등, 2004, 2006), 100m  천해용 자율무인잠수정 이

심이100 AUV를 개발하 고( 환 등, 2009), 최근에는 국토

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해 보행로  개발 사업을 2010년 7월

부터 수행하고 있다. 로펠러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는 부분

의 수 로 은 심해와 같은 조류의 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는 유용하지만 우리나라 서부 해안처럼 조류가 강하고 퇴 물

의 향이 많은 곳에서는 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개발되는 해 보행로 은 기존의 

해 로 과는 달리 여러 개의 로 이루어진 다리를 이용하

여 해 면에 근 해서 유 과 보행을 함께 수행하여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 로 이다. 이 해 보행로 의 개념은 마치 

게(Crab)와 가재(Lobster)가 해 면에서 움직이고 유 하는 형

태와 유사하여 ‘Crabster'라고 명명하 다. Crabster 개발 과제

는 2단계로 나 어지며 총 6년간에 걸쳐 천해용과 심해용으로 

각각 개발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200m 의 천해용 해 보행

로 을 개발할 계획이고, 2단계는 6,000m 의 심해용 해 보행

로 을 개발할 정이다( 환 등, 2010).

해 보행로 은 해  환경에 주는 향을 최소화 하면서 해

의 생태계 조사, 지질 조사, 침몰선 탐사, 그리고 자원 탐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

하기 해서는 주변 환경을 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

보행로 에는 여러 각도로 많은 수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분의 수 카메라는 아날로그 형태로 상을 송하

는데, 이러한 아날로그 송은 자기 간섭에 취약하고 간에 

통신을 사용하기 해 변환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송되는 

상의 화질이 손상되거나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

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형식의 수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여 상 데이터는 디지털로 송하여 

아날로그 비디오 송의 문제 을 해결한 Crabster의 비디오 

시스템을 소개한다.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비디오 데이터는 

상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압축된 후에 이더넷과 이

블을 통하여 선상 시스템으로 송된다. 송된 상은 선상 

시스템의 비디오 서버에 장되는 동시에 모니터에 출력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통신에 따른 해미래 상 시스템

Crabster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상용 비디오 인코더들 

에서 AXIS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와 M7001 인코더를 일

차 으로 선정하 다. AXIS사의 비디오 인코더를 선정한 이유

는  세계 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고, 송된 상을 

AXIS 사에서 제공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

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Q7404 비디오 인코더

는 최  4개의 아날로그 상과 한 개의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한 후에 H.264/MPEG-4 형식 는 

M-JPEG 형식으로 압축하여 이더넷으로 송할 수 있다. 반면

에 M7001 비디오 인코더는 한 개의 아날로그 상만을 처리

할 수 있다. 

설계된 Crabster 비디오 시스템을 검증하기 하여 비디오 

시스템에서 최소의 필수 부분만을 테스트베드로 구 하 다.  

테스트베드는 AXIS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 AXIS사의 

M7001 비디오 인코더, 3COM사의 3CGSU08 기가비트 스 칭

허 , Soltek사의 SFC2000-TL10 기가비트 컨버터, Kongsberg

사의 oe15-109 아날로그 카메라, 그리고 AXIS사의 M1114 네트

워크 카메라로 구성하 다. 테스트베드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

면, 압축률 30%의 H.264/MPEG-4 형식의 디지털 비디오 송

이 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Crabster 비디오 시스템과 설계된 

비디오 시스템을 검증하기 한 테스트베드를 소개한다. 3장에

서는 테스트베드로 실험한 디지털 비디오 송결과를 설명하

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Crabster 비디오 시스템  

Crabster 시스템은 해 보행로 을 원격제어  모니터링 하

는 선상 시스템과 해 보행로 이 모선과 연결된 이블에 의

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완충기(depressor), 그리고 수 보

행로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부분의 ROV 시스템과 

유사하다. 기존의 ROV 시스템의 비디오 송에서 발생되는 

문제 을 살펴보기 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해미래 

ROV의 비디오 시스템을 소개한다.  

해미래 시스템은 선상 시스템과 완충기인 해 비, 그리고 

ROV인 해미래로 구성된다. 이들 사이는 싱 모드의 이블

로 연결되고, 모뎀은 다양한 통신 방법을 통신 방식으로 

묶어 송하여 다시 복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해미래 시스템

에 사용되는 모뎀은 PRIZM사의 제품으로 약 1.5Gbps의 

역폭을 제공하며, 아날로그 비디오와 직렬통신  이더넷 통신

을 변환하여 송할 수 있다. 해미래의 사용되는 모뎀은 주

문 제작된 제품으로 많은 수의 입출력 포트를 갖는 고가의 

컨버터이다. 

해미래 시스템에 사용된 아날로그 카메라의 출력은 NTSC 

형식의 신호이다. NTSC 형식의 아날로그 상은 모뎀을 통

해 디지털 상으로 변환되어 선상 시스템까지 송된다. 선상

시스템에 도착한 디지털 상은 모뎀에 의해 다시 NTSC 신

호로 변환된 후에 자막기를 통과하여 DVD(Digital Video 

Disk) 녹화기를 거쳐 분배기로 송되거나, 직  분배기로 

송된다. 분배기로 송된 아날로그 상은 비디오 매트릭스

(Video Matrix)를 거쳐서 여러 개의 아날로그 모니터로 출력되

거나 DVR(Digital Video Recorder) 시스템으로 송된다. DVR 

시스템으로 송된 상들은 장되는 동시에 24인치 다 분

할모니터, 17인치 다 분할모니터 그리고 15인치 다 분할모니

터에 상을 제공하게 된다. 아래의 Fig. 1은 해미래 시스템의 

비디오 시스템 구조를 보여 다( 환 등, 2004).

  해미래 시스템과 같은 구조의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아날로

그 비디오 송에서 때때로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도에 해미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해를 탐사하 을 때

에 3CCD 카메라의 상에 노이즈가 발생하 다. 노이즈의 일

차 인 원인으로 카메라 이스와 내부 회로간의 간섭이 악 

되어, Capacitor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 다. 한 선상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비디오 송 선로 주변의 력선이 노

이즈 원인으로 악되어, 력선을 분리하여 재설치하 다.

  반면에 Crabster의 비디오 시스템은 이와 같은 아날로그 비

디오 송의 문제 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날로그 카메라의 출

력을 바로 비디오 인코더에 연결하여 디지털 상으로 변환한 

후에 선상 시스템까지 디지털로 송이 되도록 설계하 다.  

Crabster 비디오 시스템에 선정된 비디오 인코더는 AXIS사의 

Q7404와 M7001 인코더이다. 이들을 이용하면 아날로그 상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압축한 후에 이더넷으로 송할 

수 있다. Q7404 인코더는 4개의 아날로그 상과 1개의 오디

오 채 을 H.264/MPEG-4 형식의 디지털 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반면에, M7001은 1개 채 의 아날로그 상만을 변환할 

수 있다. 디지털 송은 아날로그 비디오 송에서 발생하는 

자기  간섭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면 다수의 아날로그 비디

오 송 선로가 하나의 이더넷 선로로 통합될 수 있다. 한 

Crabster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직렬통신도 입출력 컴퓨

터를 통해 통합되어 이더넷을 통하여 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의 소형 상용 컨버터(fiber optic converter)를 사용할 수 



Fig. 3 테스트베드의 실제 모습

Fig. 2 테스트베드 구조

Fig. 4  M1114 카메라의 압축률에 따른 데이터 송량

있다. Crabster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컨버터는 Soltek 사의 

SFC2000-TWL을 사용한다. 이 컨버터는 1개의 이블로 

송수신이 가능한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을 

지원하며, 1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제공한다.

  설계된 Crabster의 비디오 시스템을 검증하기 하여 Fig. 2

와 같이 테스트베드를 설계하 다. 테스트베드에는 AXIS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 Soltek사의 SFC2000-TL10 기가비트 컨버

터, 3COM사의 3CGSU08 기가비트 스 칭허 , Kongsberg 사의 

oe15-109 아날로그 카메라, 그리고 AXIS사의 M1114 네트워크 카

메라를 설치하 다. SFC2000-TL10은 WDM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을 제외하면 SFC2000-TWL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컨버

터이다.

  Kongsberg 사의 oe15-109 아날로그 카메라는 해  3,000m까지 

내압이 가능하며, 카메라의 스캐닝은 525 Line/ 60Hz의 NTSC와 

같은 RS-170을 제공한다. AXIS 사의 M1114 네트워크 카메라는 

HDTV 카메라로 최  1280x800 해상도의 상을 30fps로 이더넷

을 통해 송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이다. 특히 AXIS M1114 카

메라는 POE(Power-Over-Ethernet)라는 이더넷 원장치를 사용하

여 이더넷 이블 통하여 원도 함께 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연

결선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 카메라는 수 카메라가 아

니기 때문에 실제로 수 에서 사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수  

이스가 필요하다. Fig. 3은 테스트베드를 실제로 구 한 모습을 보

여 다.  

   

3. 테스트베드 실험 결과

  실험은 카메라와 70cm의 거리에 있는 지름 40cm의 회 하는 

선풍기를 AXIS M1114 카메라와 Kongsberg oe15-109 카메라로 

촬 하는 것으로 진행하 다. AXIS M1114 카메라의 해상도는 

1280x800으로 지정하고, Kongsberg oe15-109 카메라의 해상도는 

D1(720x480)로 지정하 으며, 압축 표 은 M-JPEG과 H.264를 사

용하 다. 상의 압축률은 0%부터 100%까지 10% 단 로 증가

시켰다. 각 실험은 10분 동안 진행하 으며, 장된 비디오 데이

터의 크기를 측정하여 당 장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된 비디오 녹화 로그램은 AXIS 카메라 스테이

션을 사용하 으며, 비디오 서버로 사용된 컴퓨터는 3㎓ 인텔 코

어2 CPU와 3.25G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

  Fig. 4는 AXIS M1114의 카메라로 M-JPEG과 H.264의 상 압

축을 사용한 실험결과를 보여 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H.264의 

상 압축 방식이 M-JPEG 상 압축 방식에 비하여 반 으로 

장되는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가 작았다. 이것은 비디오 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역폭도 H.264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에서 압축률이 30% 보다 높으면 상 화질이 나빠지는 

것을 사람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압축률이 30%의 H.264 

압축 형식일 경우에 장되는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는 544.1KB/s 

이었다. 



Fig. 5 oe15-109 카메라의 압축률에 따른 데이터 송량

 Fig. 5는 Kongsberg oe15-109를 사용하여 H.264 상 압축

에 해서만 실험한 결과를 보여 다. 이 실험 결과에서도 마

찬가지로 압축률이 30% 보다 높으면 상 손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ngsberg oe15-109로 촬 한 상은 해상도의 흑백 

상이기 때문에, 압축률이 30%일 경우의 AXIS M1114로 촬

한 고해상도의 칼라 상이 흑백 상에 비하여 장되는 데

이터의 용량이 약 50배 이상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 보행로 인 Crabster의 비디오 시스템을 

소개하 다. Crabster 비디오 시스템은 기존의 아날로그 비디오 

송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문제를 최소화하기 

하여 AXIS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수 에

서 선상시스템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송한다. 설계된 비디오 

시스템의 핵심 부분만을 구축한 테스트베드로 실험한 결과에 따

르면, 압축률 30%의 H.264 상 압축으로 비디오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 최 임을 알 수 있었다. 한 Crabster와 완충기에

서 상 압축이 이루어져서 비디오 데이터가 송되기 때문에, 

비디오 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역폭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

디오 서버의 작업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를 들어, 압축률 30%의 H.264 상 압축으로 20 의 HDTV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테스트베드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계

산하면 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10MB/s 이내이다. 이 크기는 

하나의 비디오 서버가 처리하기에 충분한 부하이며, 10시간을 

운 하더라도 장되는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는 360G 정도이

다. 그러나 실제로 Crabster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20  미만이

고 아날로그 형식의 수 카메라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로 비디오 송에 요구되는 부하는 더 작을 것이다.

비디오 시스템의 테스트에 사용된 상은 회 하는 선풍기이

어서 실제 수  상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촬 된 수  상

을 비디오 입력으로 하고, 많은 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여 

설계된 비디오 시스템을 다양하게 검증하는 것이 향후 진행할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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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다의 평균수심은 3,800m로 지구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공

간의 99%를 차지하고 심해는 이 공간의 85%를 차지하지만, 인

간은 아직 심해의 1%도 찰하지 못하 다. 지구상에는 아직 발

견되지 않은 생명의 종의 수가 1,000만에서 3,000만 종으로 추산

되지만 재까지는 140만종만이 발견되었을 뿐이며, 아직 발견

되지 않은 다수의 종은 바다에 살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간 

심해에서는 평균 2주에 한 종 꼴로 새로운 생명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반증해 주고 있다(클 르 비앙, 2010). 한편, 육상 자원

의 고갈에 따라 심해 석유  가스시추사업은 2002년 체 석유

생산량의 2%에서 2009년 8%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는 15%에 이를 것으로 상된다. 2009년 우리나라는 국토해양

부와 4개 민간 기업이 ‘해 열수 상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통

가 구에서 2012년 이후 본격 상업개발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

다(황기형, 2009). 이처럼 해양은 거 한 탐사의 가치를 갖고 있

지만 험한 해양 환경은 인류가 쉽게 바다 속에 근할 수 있

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에 한 안이 수 로

이라 할 수 있다. 수 로 은 인간을 신하여 바다 속을 탐사

해 주는 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바다의 탐사 가치에 

비하면 개발되어 있는 로 의 종류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수 로 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은 국토해

양부의 지원을 받아 2010년 7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해 로  개

발에 착수하 다. 새로이 개발되는 해 로 은 로펠러 방식으

로 추력을 얻는 기존의 해 로 과는 달리 여러 개의 로 이

루어진 6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해 면에 근 해서 보행과 유

으로 이동하는 해 보행로 (subsea walking robot)이다. 이 해

보행로 의 개념은 게(crab)와 가재(lobster)가 해 면에서 이

동하고 작업하는 형태와 유사하여 해 로 의 이름을 'Crabster'

라고 하 다. Crabster 개발 과제는 2단계로 나 어지며 총 6년

간에 걸쳐 천해용과 심해용을 각각 개발하게 된다. 1단계에서 

개발하게 될 천해용 해 로 은 우리나라 연근해 200m 수심까

지의 해 에서 보행으로 침몰선 탐사와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

는 것이 목 이다. 특히, 조류가 세고 시계가 나쁜 서해안의 환

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을 두고 있다. 2단계

에서는 6,000m 수심에서 유 까지도 가능한 심해용 해 로 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 환 등, 2010).

Crabster 시스템은 해 보행로 을 원격제어  모니터링 하

는 선상시스템(surface system)과 해 보행로 이 모선과 연결

된 이블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완충기(depressor), 

그리고 수 보행로 으로 구성된다. 선상시스템은 10 의 컴퓨

터를 사용하여 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며, 완충기

와 Crabster에는 많은 수의 센서와 구동기(actuator), 그리고 카

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Crabster 시스템

을 해 설계된 통신 시스템을 소개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천해역 Crabster의 운용 개념 Fig. 2 Crabster의 주요 센서

선상시스템과 완충기, 그리고 Crabster의 내부 통신은 1Gbps

역폭(bandwidth)의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을 주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이들 사이의 통신은 기가비트 이더넷 

변환기(fiber optic gigabit media converter)에 연결된 이블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더넷 이외의 통신 방식을 갖는 장비들

은 완충기와 Crabster에 내장된 입출력 컴퓨터나 이더넷 변환기

(Ethernet converter)를 통하여 주 네트워크에 연결되며, 특히 아

날로그 카메라의 경우에는 비디오 인코더(video encoder)를 통

하여 연결된다. 가장 리 사용되는 이더넷을 주 네트워크로 사

용하는 이러한 통신 시스템 구조의 가장 큰 장 은 통신 하드웨

어와 소 트웨어의 구 이 쉽다는 것이다. 한 탑재 장비가 변

경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는 통신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설계된 통신 시스템의 핵심 부분만으로 구축

한 테스트베드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은 설계된 모든 장비가 연결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한 네트워크 

역폭을 제공하고, 100㎐ 제어 주기를 유지할 수 있는 통신 지

연을 확인하 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Crabster 시스템에 하여 소개하고, 3

장에서는 Crabster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 설계를 설명하고, 마

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Crabster 시스템

기존 수 로 들과 Crabster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다 과 다

족을 이용한 해  착지와 해 보행에 의해 이동한다는 이다. 

이러한 형태의 로 은 1990년 에 당시 일본 항만기술연구소에

서 연구되었다(Tanaka et al., 2004). 미국의 Northeastern 학

이나 캐나다에서 학 연합으로 유사 연구((Joseph, 2004, 

Theberge et al., 2006)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

하 으며, 국내에서는 유사개발 사례가 무하다.

기존의 천해역 해 작업 기술 에 수 로 인 무인잠수정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을 이용하는 기술의 가장 큰 

한계는 강조류와 악시계에서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형이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조류가 세고 

시계가 나쁜 해양환경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6,000m  심해용 ROV인 해미래(Lee et al., 2007)의 경

우에는 L3.3m×W1.8m×H2.2m 크기로 2노트의 조류에서 약 

200kg의 항력을 받으며, 200m 길이의 지름 20mm 이블은 

약 240kg의 항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해 추력을 증가

시키는 것은 체 량과 크기의 증가로 이어져 근본 인 해결

책이 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Crabster는 Fig. 1과 같이 해 에 착

하여 지력이 커지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조류를 극복하고, 

로 과 모선 사이에 완충기를 두어 이블에 걸리는 조류력이 

해 로 에 미치는 향을 여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 지

원모선의 선상시스템과 완충기는 원선과 이블이 내장된 

1차 이블로 연결되며, 완충기와 Crabster는 2차 이블로 연

결된다. 비교  탁도의 향을 덜 받는 음  카메라를 활용하

여 악시계를 극복하고 학카메라는 근  확인용으로 활용한다. 

보행 이동을 통하여 불규칙 해 지형에서도 다  다리를 이용

하여 원하는 몸체의 자세를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어서 해 의 

교란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Crabster의 6개의 다리에는 보행 운동을 하여 힘․토크 

센서와 로드 셀 센서(load cell sensor)가 Fig. 2와 같이 부착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치 추 을 하여 USBL(Ultra Short Base 

Line), 자세 제어를 하여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속

도 측정을 하여 DVL(Doppler Velocity Logger), 그리고 심도

계(depth sensor)와 고도계(altimeter) 등이 장착되어 있다.



Fig. 3 Crabster의 네트워크 구조

3. 통신 시스템

Crabster 시스템을 해 설계된 통신 시스템을 Fig. 3이 보여

다. 선상시스템과 완충기, 그리고 Crabster의 내부 네트워크는 

1Gbps의 역폭을 갖는 기가비트 이더넷(1000BASE-TX)이 주 

네트워크이며, 이들 사이는 동일한 역폭을 가지는 싱  모드

의 이블(1000BASE-SX)로 연결된다. 이더넷과 이블 간

의 인터페이스를 해서 솔텍 사의 SFC2000-TWL 변환기를 

사용한다. SFC2000-TWL은 1개의 이블로 송신과 수신이 가

능한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을 지원하며, 1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제공한다.

이더넷은 가장 범 하게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로, 

OSI 모델(Open Systems Interconnection Reference Model)의 

물리 계층에서 신호와 배선을 정의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MAC(Media Access Control) 패킷과 로토콜의 형식을 정의한

다. 이더넷은  렴하고 다양한 상용 장비를 사용하여 쉽게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확장이 쉬운 이 이 있다. 한 직렬

통신 방식에 비하여 이더넷은 고속의 역폭을 제공하며, 송 

오류 제어가 하드웨어 으로 이루어진다. Crabster의 통신 시스

템에서는 3COM사의 1Gbps 스 칭 허 (switching hub)를 사

용하여 이더넷 기기들을 연결한다. 

부분의 수 로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

고 아날로그 형태로 비디오 데이터를 송하는 반면에, Crabster 

시스템은 모든 비디오 데이터를 주 네트워크인 이더넷을 통하여 

디지털 송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수  카메라는 HDTV 카메

라를 제외하면 부분 아날로그 형식의 카메라이다. Crabster 

시스템에서는 비디오 인코더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카메라의 비

디오 데이터를 디지털로 환한 후에 압축하여 송한다. 사용

되는 비디오 인코더는 AXIS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로 최  4

개의 아날로그 상과 1개의 오디오 채 을 Motion-JPEG 는 

H.264/MPEG-4 AVC 형식의 디지털 상으로 변환하여 이더넷

으로 송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카메라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  이더

넷에 연결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송한다. 특히 이더넷에 직  

연결되는 카메라는 POE(Power-Over-Ethernet)라는 이더넷 원 

장치를 사용하여 이더넷 이블을 통하여 원도 함께 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선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

한 디지털 비디오 송은 아날로그 비디오 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 간섭에 의한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다.

Crabster와 완충기에 장착되는 부분의 센서와 모터의 인터

페이스는 RS232/422/485 는 CAN과 같은 직렬통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센서와 모터의 수는 60여개 이상이기 때문에 선상

시스템에 직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통신 시스템

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입출력 컴퓨터를 사이에 두어 직렬통

신을 이더넷으로 연결하게 함으로서 계층 으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 다. 입출력 컴퓨터가 처리하는 센서와 모터의 데이터가 

입출력 컴퓨터의 성능을 넘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입출력 컴퓨

터를 사용하여 통신 부하를 분산한다.



Fig. 4 Crabster 통신 시스템 검증을 한 테스트베드

설계된 통신 시스템과 비디오 시스템을 검증하기 하여 Fig. 

4와 같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다. 테스트베드는 솔텍 사의  

SFC2000-TL10 변환기, 3COM사의 3CGSU08 8포트 스 칭 허

, AXIS 사의 Q7404 비디오 인코더, AXIS 사의 M7001 비디오 

인코더, AXIS 사의 M1114 네트워크 카메라, 그리고 Kongsberg

사의 oe15-109 아날로그 카메라로 구성된다. SFC2000-TL10은 

WDM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을 제외하면 SFC2000-TWL

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변환기이다. 2개의 컴퓨터를 스 칭 

허  양쪽에 각각 연결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때 통신 

경로는 “컴퓨터A ⇨ 스 칭허 A ⇨ 변환기A ⇨ 변환기B 

⇨ 스 칭허 기B ⇨ 컴퓨터B”가 된다.

테스트베드의 네트워크 처리율(network throughput)을 확인

하기 하여 마이크로소 트 사의 NTttcp 로그램을 사용하여 

첫 번째 실험을 수행하 다. NTttcp는 Winsock 기반의 TCP/IP 

로토콜을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연결 에서의 네트

워크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로그램이다. 6553.6MB 

크기의 데이터를 일 일로 송하는 실험에서 네트워크 처리율

이 771.545Mbps를 나타내었는데, 네트워크 처리율이 1Gbps의 

역폭보다 작게 나타나는 이유는 TCP/IP 로토콜의 오버헤

드 때문이다. 두 번째 실험은 ping 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

크 지연(network delay)을 측정하여 보았다. 20회를 실시한 결

과는 모두 1㎳ 이내의 지연을 나타내었다. Crabster 시스템에 사

용될 통신 로토콜의 설계가 완료되면, 로토콜을 반 한 별

도의 네트워크 지연 측정을 한 벤치마크 로그램을 작성하여 

보다 정 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개발 인 수 보행로  Crabster 시스템

의 통신 시스템 설계를 소개하 으며, 설계된 통신 시스템의 핵

심 부분으로 구성된 테스트베드에서의 네트워크 처리율과 네트

워크 지연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 다. 측정된 771.545Mbps의 

네트워크 처리율은 재까지 설계된 모든 장비들과 카메라의 데

이터를 송하기에 충분하다. 를 들어, 카메라 데이터의 경우

에 1280x800 해상도의 상을 압축률 30%의 H.264/MPEG-4  

디지털 압축을 사용하여 송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544.1KB/s

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HDTV  카메라 20 와 평균 

1Mbps의 네트워크 처리율을 요구하는 장비 100개를 연결하더

라도, 요구되는 네트워크 처리율은 실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처리율의 15% 미만이다. 한 1㎳ 이내의 네트워크 지연은 100

㎐의 주기로 Crabster를 제어할 수 있게 한다.

벤치마크를 수행한 재의 테스트베드는 설계된 통신 시스템

에서 최소 부분만 구축하여 설계를 검증하기 한 것이었다. 보

다 많은 부분의 통신 장비와 비디오 장비를 테스트베드에 추가

하여 다양한 벤치마크를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토 로 Crabster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을 최 으로 구축하는 것이 향후 수행할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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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내압시험체의 변형도 추정에 관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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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Study of Estimating the Deformation of Object
under Hydrostatic Test using Image Processing

Seung-Guk Lee*, Sang-Woo Oh*, Hyeuk-Jin Choi*, Seung-Hoon Lee* and Jin-Min Kim*

*Marine Safety & Pollution Response Research Department, KORDI, Daejon, Korea

KEY WORDS: Image processing 영상처리, Deformation 변형도, Depth perception 깊이인식, Hydrostatic test 내압시험, Hyperbaric 

chamber 고압챔버

ABSTRACT: To evaluate the pressure-resistant performance of underwater equipment, hyperbaric chamber test facility which can make the 

hydrostatic pressure is used. In this test, strain gage is generally applied to measure the strain of object under test is suitable for measuring a 
tiny deformation, but it can not measure a large deformation. Thus this paper suggest a method to estimate the over ㎜-order deformation of 
object under test by the image processing with the image acquired from underwater camera in the hydrostatic test. The main procedure of 

suggested method comprises the first step to find significant points by processing the image two dimensionally and the second step to estimate a 
deformation of object under test by tracking the motion of these points. If completing the remained research which is estimating the deformation 
and comparing it with a real one, it can be a novel method to measure the over ㎜-order deformation of object under test.

1. 서    론 

수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내압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수압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고압챔버 시험설비가 

내압시험에 사용된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서는 수심 6,000m의 수압(600bar)을 재현할 수 있는 고압챔버 

시험설비를 2010년 2월 설치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본 시험

설비는 내압시험 수행과정을 관찰하는 수중카메라와 조명장치,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등의 관측 및 계측 장치

를 보유하고 있어, 수중구조물의 좌굴강도 실험, 수압/수밀 시

험, 수중기기의 작동시험과 같은 다양한 내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내압 시험 중 시험체의 변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시험설

비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사용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

다. 이 방법은 미세한 변형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만, 게이지

의 미세한 측정 범위를 벗어난 변형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중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처리하

여 수 mm 이상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신저자 이승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042-866-3632  torusgury@moeri.re.kr

2. 변형도 추정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추정하는 

것은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그 변형량을 실시간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영상 처리 소요시간이 짧아야 한다.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추정하기 위한 영상처리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카메라 영상은 렌즈로 통해서 수집되

기 때문에 렌즈의 왜곡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영상처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변형을 감지하기 위한 시험체의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는 과정

이며, 추출된 특징점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량을 추정하는 과정

이 세 번째 단계이다.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술들은 다양하게 존

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들을 검토하고 내압 시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2.1 영상 보정

카메라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은 렌즈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렌즈는 일반적으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왜곡이 존재할 경우 정확한 내압시험체의 변형

도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왜곡을 제거하는 영

상 보정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카메라 왜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

는 보정 객체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Fig. 1(a)와 같은 체

스판 형태의 보정 객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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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librating object        (b) Camera image

Fig. 1 Comparison between calibrating object and camera image

(a) Object marked with a specific color

 

  (b) Detected image 1         (c) Detected image 2

Fig. 2 Detection of significant points

패턴 인식이 용이하도록 보정객체의 모든 패턴은 동일한 크기

로 설정하고 패턴의 가로, 세로는 모두 직선으로 설정한다.

Fig. 1(b)는 카메라로 보정 객체를 촬영한 영상이다. 영상의 중

앙은 거의 왜곡이 없으며, 가장자리 부근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굽어 왜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영

상은 식 (1), 식 (2)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Gary and 

Adrian, 2008).

  
  

  
                          (1)

  
  

  
                          (2)

여기에서 , 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 왜곡된 점의 위

치를 나타내고, , 는 보정된 위치를 나타낸다. 

보정 객체를 이용한 영상의 경우에는 보정된 위치인 , 

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왜곡된 점의 위치에 

대한 연산을 통해 상수  , , 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상수들

은  보정 객체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의 왜곡 영상을 보정할 수 있으며, 

내압 시험의 경우에는 물의 빛 굴절률이 공기와 다르기 때문에 

수중에서 보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2 특징점 추출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이전 프레

임과 다음 프레임을 비교하여 변화되는 부분을 검출해야 한다. 

하지만 영상의 모든 부분을 비교하여 변화를 검출하는 것은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압 시험에서 

변화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영상 처리를 빠른 시간 내에 수행

하여야 한다. 이에 한정된 수의 특징되는 점만을 지정하여, 그 

특징점의 변화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징점을 검출하는 가장 빠르고 명료한 방법은 내압시험체의 

관심 부분에 특정색으로 표시를 한 후, 내압시험 중의 영상에서 

특정색만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특정색은 빨간색, 녹색, 파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일반적인 영상이 언급된 3

가지 색으로 표현되며, 영상은 각 색을 표현하는 독립된 채널로 

구성되어, 이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영상을 분리하기에 용

이하기 때문이다 (강동준 등, 2003).

영상의 가로가 개의 픽셀, 세로가 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다

면, 각 채널은  ×  배열로 나타낼 수 있다. 각 배열의 원소에

는 색의 강도가 저장된다. 만약 파란색을 검출하고 싶다면 파란

색 채널의 배열에서 빨간색 채널의 배열과 녹색 채널의 배열을 

빼주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색을 검출한 예를 Fig. 2

에 보였다. Fig. 2(a)는 특정색으로 표시한 내압시험체이며, Fig. 

2(b)는 영상에서 특정색을 검출한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색을 통한 검출 방법은 광원 및 시험체의 

반사도에 따라 제약을 받는 단점을 갖는다. 즉 광원이 너무 어

둡다면 특정색이 잘 표현되지 않고, 광원이 너무 밝고 시험체의 

반사도가 높아도 역시 특정색이 잘 표현되지 않아 검출이 용이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색 검출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는 광원의 밝기 조정이 중요하다.

만약 광원을 조정하여도 특정색이 잘 표현되지 않는 상황이라

면 영상의 명도차를 이용한 검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명도차를 이용한 검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2(a)와 같이 

시험체의 명도가 높다면 관심 부분에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고, 

시험체의 명도가 낮다면 관심 부분에 하얀색을 표시하여 명도차

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영상의 관심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의 색을 제거하고 영상을 단순화 하기 위해, 경계 값을 

설정하여 경계 값 이하의 값은 0으로, 경계 값을 초과하는 값은 

1로 설정한다. 단순화된 영상을 프리만 체인(H. Freeman, 1967)

을 이용하여 Fig. 2(c)와 같은 외곽선만을 나타내는 영상으로 변

환한다.

변환된 영상은 관심 부분 외에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관심 부분을 추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로 부터 입력을 받아 선택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색과 명도차를 이용하여 검출된 결과인 Fig. 2(b), Fig. 

2(c)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변형량 추정

은 점의 변화를 검출하여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으로 변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환 방법은 면에 대한 적합 기법

(Fitzgibbon and Fisher, 1995)을 통해 가장 적합한 타원체를 구

하고, 이 타원체의 중심을 특징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특징점은 2차원상의 좌표로 표현되며, 두 개의 카메라로부

터 동시에 수집된 영상을 이용하여 동일한 특징점을 검출하면 3

차원상의 좌표도 얻을 수 있다.

2.3 변형도 추정

내압시험체의 변형량은 앞에서 검출된 특징점의 변화량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즉 카메라 영상의 프레임이 이동할 때, 특징

점의 이동을 추적하여 얻어지게 된다.

특정 점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방법은 주로 루카스-카나데 알

고리즘(Lucas and Kanade, 1981)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이전 

프레임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크기만큼의 사각형을 그려 

그 안에 존재하는 점들의 평균값을 그 특징점의 대표값으로 정

한 후,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특징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주변을 

같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여 대표값과 가장 값이 근접한 지점

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각 프레임의 특징점 위치를 배열 형태로 저장하여 배열

의 순번을 특징점의 식별인자로 하고, 동일한 식별인자를 갖는 

특징점을 비교하여 이동을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특징점의 개수는 일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정

은 특징점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징점의 개수는 

내압시험체에 직접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며, Fig. 2(b)

와 같이 특징점만 추출되는 영상에 적합하다. 하지만, Fig. 2(c)

와 같이 특징점 이외의 부분이 추출되는 영상에는 첫 번째 가정

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 가

정은 내압시험체가 쓰러지거나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대

부분의 경우에 타당하다.

Fig. 3은 특징점 위치 배열을 이용하여 변형량을 추정한 이미

지이다. 특징점에 그려진 선은 이전 프레임 즉 Fig. 2(a)와 비교

하여 얻은 변위량과 이동방향을 나타낸다. 루카스-카나데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영상은 초당 30 프레임의 속도로 재생된다. 그러므

로 한 프레임의 변형도를 추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3ms

를 넘지 않아야 한다. Fig. 4는 루카스-카나데 알고리즘을 이용

한 변형량 추정 방법(이하 LK method)과 특징점의 위치 배열을 

이용하는 변형량 추정 방법(이하 Array method)을 각각 사용하

였을 때, 특징점의 개수에 따른 추정 소요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은 Intel core2 Quard 2.4GHz CPU, RAM 4GB의 PC에서 

측정하였다.

Fig. 3 Estimation of object deformation

Fig. 4 Estimating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oints

Array method의 경우에는 40개 이상의 특징점에 대한 변형량

을 추정하는 소요시간이 5ms를 넘지 않았다. 반면 LK method

는 특징점이 30개가 넘어가면, 추정 소요시간이 33ms를 넘었다. 

단, LK method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Array method가 사용상의 일부 제약은 있지만, LK 

method보다 내압시험에 적용하기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는 특징점 중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전 프레임의 거리에 대한 현재 

프레임의 비율로 구해진다. Fig. 3의 실험에서는 이전 프레임의 

거리가 114픽셀이고, 현재 프레임의 거리가 108픽셀로 나타났으

며, 변형도는 약 0.947이다. 실제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측정한 

값은 약 0.94로 나타났다. 이를 시험체의 총 높이로 환산하였을 

때, 실제값은 약 110.9mm이고 추정치는 약 111.7mm가 되며, 약 

0.8m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오차는 시험체의 실측 

오차와 영상 검출 오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한 범위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내압시험체

의 변형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상처리는 3단

계로 구분하여 수행되며,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하여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카메라의 왜곡 영상을 보정하는 영상 보정 단계에서는 

물의 빛 굴절율을 고려하여 수중에서 보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징점 추출 단계에서는 광원을 적절히 조절하여 색상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절한 광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명도차를 이

용한 검출 방법을 이용한다.

변형도 추정 단계에서는 Array method를 사용하는 것이 다수

의 특징점을 추정할 수 있고, 신속한 결과를 얻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색상 추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의 경우

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특징점을 적게 설정한 

후 LK method를 사용하여 변형도를 추정할 수 있다.

내압시험체의 변형도를 추정하는 영상처리기법은 광원의 강

도, 시험체의 빛 반사도 등 여러 가지 시험 환경을 고려하여 적

절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변형도를 추정하였으며, 

추정한 결과값과 내압시험체의 실측 결과값을 비교하여 신뢰할 

만한 오차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요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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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필름 극을 이용한 수  내압용기의 수탐지 방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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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Leakage Detection Method for Underwater Pressure Vessel 
using Conductive Adhesiv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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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Measurement 항 측정

ABSTRACT: Underwater pressure vessel is generally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resist the water pressure of operating depth. But on 

account of various unexpected errors in the process of design, manufacture and integration, the pressure vessel can be deformed and 
water can leak into it at the operating depth. Because there is various equipment taking the roles of control, communication, 
instrumentation and power source inside the pressure vessel, leakage can occur a fatal influence to the total system. So the leakage 

detection and notice are very important functions on the underwater pressure vessel.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water 
leakage detector which consists of the conductive adhesive film as a sensing electrode and the ohmmeter as a sensing instrument. To 
figure out and standardize the shape of water leakage, the underwater pressure vessel having the loose bolts is simulated in the tests at 

the case of vertical and horizontal position. To find out the effective material of electrode, through the experiment, various kinds of 
material (aluminum, copper and conductive fabric) as an electrodes are compared to improve sensitivity. Also,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electrode's gap and sensitivity,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and the optimal size of electrode is derived. Though these 

experiments, small leakage droplet up to 0.1 ㎖ can be detected by optimal design of sensor and these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complete leakage sensing system as a future work.  

1. 서    론 

수 에서 사용되는 내압용기는 일반 으로 사용수심에서의 수압

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작된다. 그러나 설계, 제작 그리고 

조립과정에서의 오차와 측하지 못한 환경  원인에 의해 내압용

기가 변형되어,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내압용기 내부에는 

주로 제어, 통신, 측정, 력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들이 

치하므로, 내압용기의 내부로 수가 될 경우 수 장비 체의 작

동에 치명 인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 상이 발생할 경

우,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운용자에게 알리는 수탐지 장치는 

수  내압용기에 요구되는 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  내압용기의 수를 탐지하기 한 방법으로 도성 필름 극

을 이용하여 내압용기 내벽에서 수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  내압용기에서 발생하는 수의 형태를 일반화

하기 해, 일정한 조건 속에서 내압용기 내부로 수가 발생되는 

양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수탐지의 감도를 향상하기 

해 도성 필름의 재질별 탐지특성과 극의 간격별 탐지정도를 실

험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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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형태 찰실험

수  내압용기의 수발생 형태는 그 원인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반 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수압에 의한 좌굴이나 충

돌에 의한 구조  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의 경우, 그 진행속도

가 빠르고 수량이 큰 것이 일반 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탐지의 

기 이 되는 수량이 측정 임계치 이상으로 공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압용기의 오링이나 체결장치의 결함에 의해 실

링부 에서 발생하는 수의 경우, 원인과 상황에 따라 수되는 

형태와 양, 진행양상이 다르므로 실험을 통해 수 상을 찰할 

경우 원인별 수 상을 일부 정의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수탐

지 센서의 극 형태와 용 치를 결정하는데 반 할 수 있다. 

수형태 찰실험을 해 투명 아크릴 재질의 원기둥형 내압용

기를 용하 고, 실링부 의 수를 재 하기 해, 체결장치의 결

함을 인가조건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내

압용기는 내경 250㎜, 높이 450㎜, 두께 10㎜인 투명 아크릴 재질의 

원기둥 형태로 상·하부의 덮개를 양쪽 끝 부분에 나사산이 가공되

어 있는  4개로 연결하여 볼트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인

공 인 수압조성을 해 투명유리로 제작된 수조를 이용하여, 내압

용기를 이 수조 속에 배치시킨 후 수를 발생시키고 이를 밖에서 

찰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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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의 수 자세는 용되는 수 장비에 따라 수평 는 수

직이 될 수 있고, 수  운동체의 경우, 수 에서의 움직임에 따라 내

압용기가 수평이나 수직 이외의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내압용기의 

자세에 따라 수의 형태와 진행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따른 향을 확인하기 해 내압용기의 자세를 두 가지(수직, 

수평)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내압용기

를 수직으로 배치시킨 후, 수조에 물을 채우고 내압용기의 상부 덮

개의 체결 볼트를 느슨하게 만들어 상부의 오링부 에서 수가 발

생하도록 하 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내압용기를 수평으로 배치시

킨 후 동일한 조건으로 한 쪽 덮개의 볼트를 느슨하게 하여, 수를 

발생시켰다. 총 4개의 체결장치( , 볼트)  한 부분의 볼트를 일정 

정도로 풀었고, 수가 발생되는 시 에서 정지하여 수 상을 육

안으로 찰하고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첫 번째 실험인 수직자세의 내압용기에서는 느슨해진 볼트 부  

근처의 오링에서 수가 발생하 고, 일정 주기를 갖고 내압용기의 

내벽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다(Fig. 1 참조). 한 볼트를 지속 으

로 풀어 수록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흐르는 부 도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한 번에 흐르는 양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험인 수평자세의 내압용기에서는 느슨해진 부 에서 

수가 발생되지만 발생된 수가 오링 안쪽의 면을 따라 아래의 

방향( 력 방향)으로 모여들어 고이는 상이 발생하 다(Fig. 2 참

조). 한 수가 되어 고이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내압용기 가운데 

부분으로 모여들었으며, 볼트를 차 으로 풀어 수록 오링 안쪽의 

면으로 모이는 속도와 가운데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수직과 수평으로 배치된 내압용기의 수실험을 통해 각각의 조

건에서 수가 발생되는 지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발생되는 양의 

추정치와 진행되는 속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Leakage monitoring of vertically positioned pressure vessel 

under simulated condition 

Fig. 2 Leakage monitoring of horizontally positioned pressure 

vessel under simulated condition 

3. 극의 재질별 측정실험

수 에서 사용되는 내압용기는 수압에 의한 효과 인 내압성능을 

해 원기둥(cylinder) 는 구(sphere)의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일

반 이다. 따라서 내압용기 내벽에 수탐지센서를 설치하기 해

서는 잘 구부러지는 형태와 재질이여야 하며, 내압용기 내부에 설

치되는 타 장비와의 간섭을 피하기 해 크기와 부피가 작은 형태

의 센서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 본 연구

에서는 탐지센서의 극으로 비 항이 0.1Ω·m 이하로 기 도가 

잘 되며, 두께가 수 십 ㎛로 굴곡진 면에 잘 용할 수 있는 도성 

필름 테이 를 선택하 다. 본 실험에서는 극으로 사용할 도성 

테이 를 선택하기 해 총 3가지의 도성 테이 (알루미늄, 구리, 

구리니  혼합섬유)(AMIC, 2006)를 선정하여 극을 구성하 고, 

각 극별로 수 상황을 연출하여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수를 측정하기 해 한 으로 구성된 극을 기 으로 열린

(open)상태로 유지하고 이들 극 사이에 일정한 를 발생시킨 

후, 수가 발생된 액체가 극 을 동시에 할 경우, 순간 으

로 폐회로가 구성되어 극과 액체를 통해 흐르는 류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실험에서는 해당 

방법으로 측정 장치를 구성하기 해 멀티미터의 항측정모드를 

이용하 다. 실험을 해 각 재질의 도성 테이 를 넓이 20㎜, 길

이 50㎜로 하여 한 으로 극을 구성하고 이 둘의 간격을 3㎜로 

배치시킨 후, 가로·세로 10㎜ 크기의 구리재질의 도성 테이 에 

선을 납땜한 후 이를 각 재질의 극에 붙이고 선은 멀티미터

에 연결하 다. 연결한 선은 도선 굵기가 0.255㎜인 테 론 피복 

선으로 6 ㎝의 길이로 선의 항은 0.13Ω이다. 수탐지 재

을 해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수돗물 0.5 ㎖를 극  사이에 

떨어뜨려 두 극이 동시에 액체와 될 수 있도록 하 고(Fig. 3 

참조), 이를 멀티미터(NI-USB 4065)를 이용하여 1㎐의 샘 링 속도

로 측정하 다(National Instrument, 2009). 측정은 각 극의 재질

별로 총 5회씩 수행되었으며 Fig. 4와 같이 항값이 수렴되는 시간

까지 수행되었다.  

Fig. 3 Microscope images of different conductive adhesive films 

covered by leaked liquid



Fig. 4 Resistance comparison between electrodes having the 

different kind of material 

실험 결과 알루미늄 극과 구리 극의 경우 측정되는 항값이 

수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도성 섬유 극에 비해 짧은 특징을 

보 으며 기의 측정값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값의 차이가 크

지 않았다. 그러나 도성 섬유 극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값의 변화량이 크고 불규칙하 고 수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 두 

극에 비해 긴 특징을 보 다. 해당 실험을 통해 알루미늄과 구리 

재질의 도성 필름이 시간에 따른 측정값( 항)의 변화량이 작고 

안정 인 에서 도성 섬유 극에 비해, 탐지센서의 극으로 

용하기 유리한 장 을 갖고 있다고 단된다. 다만 알루미늄 

극의 경우 측정 선을 알루미늄에 직  납땜하기에 어려운 이 

있어 실제 용할 경우 단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극의 간격별 측정실험

수형태 찰실험을 통해, 수직으로 치한 내압용기의 경우 

실링부 에서 발생한 수가 내벽을 타고 일정 주기로 떨어지는 

형태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 실링이 벌어진 틈의 크기에 

따라 수의 양과 속도가 달라짐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작은 

틈에서 발생한 수의 경우, 그 양이 매우 고 발생 주기가 길

기 때문에 탐지센서의 측정 감도가 작을 경우 감지를 못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탐지 센서

의 측정 감도(Sensitivity)를 악하고 최 의 설계 요소( 극 간

격 등)로 반 하기 해, 극의 간격별로 탐지할 수 있는 수

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내압용기의 내벽을 모사하기 

해 알루미늄 재질의 에 구리 극 을 일정 간격별로(5㎜, 3 

㎜, 2㎜, 1㎜) 배치시킨 후, PVC 테이 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과 극사이를 연시켰다. 각 간격별 극 에 수량을 최  

0.5㎖에서 0.1㎖의 단 로 최소 0.1㎖까지 변화를 주며 극에서 

10㎝의 지 에서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수를 발생시킨 후, 

극 에 연결된 멀티미터(Agilent 34405A)를 이용하여 10㎐의 

샘 링 속도로 측정하 다(Agilent Technologies, 2006). 각 이스

( 극의 간격- 수량)별로 3회에서 5회의 반복실험을 진행하 고 측

정된 결과는 극의 간격에 따라 Fig. 5 ~ Fig. 8과 같다.   

Fig. 5 Resistance of electrode the 5㎜ gap contacting with 

0.5~0.1㎖ water 

Fig. 6 Resistance of electrode the 3㎜ gap contacting with 

0.5~0.1㎖ water 

Fig. 7 Resistance of electrode the 2㎜ gap contacting with 

0.5~0.1㎖ water 



Fig. 8 Resistance of electrode the 1㎜ gap contacting with 

0.5~0.1㎖ water 

극 간격 5㎜, 수량 0.5㎖인 경우, 총 5번의 측정 , 1번만 

수가 탐지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나머지 4번은 약 0.5  정도 

극사이에 머물다가 Fig. 9와 같이 아래 극에만 이 되는 

상이 발생하 다. 나머지 0.3 ~ 0.1㎖의 수량의 경우 5번 모

두 0.5  이하의 유지시간을 보 다. 이는 수량이 작을 경우 

두 극 사이를 할 수 있는 면 이 극의 간격보다 작어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극 간격 3㎜, 수량 0.5㎖와 0.3㎖의 경우는 총 5번의 측정 

모두 액체가 두 극에 1분 이상 머물며 측정기에 탐지되었으

나, 수량이 0.2㎖인 경우에는 5번  2번만 탐지가 되었다. 

한 수량 0.1㎖인 경우, 5번  3번이 기에는 탐지되었다가 

약 5  정도 탐지가 되지 않고 그 후 다시 탐지가 되는 상을 

보 다. 이는 흘러내린 액체의 면 이 극 사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과 비 의 경계지 에 머물고 있어, 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극의 간격이 2㎜, 수량이 0.5 ~ 0.2㎖인 경우에는 3번의 

시도가 모두 탐지되는 결과를 보 다. 다만 수량이 0.1㎖인 경

우에는 3번의 실험에서 모두 기에 탐지가 이루어 졌다가 5 ~ 

10  정도 탐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 고, 그 후 1분 

이상 탐지가 유지되는 상을 보 다. 이러한 상의 원인은 

극 간격 3㎜, 수량 0.1㎖인 경우와 유사하게 액체의 면 이 

극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덮어  만큼 크지 못하는 원인으로 분

석된다. 

극의 간격이 1㎜인 경우, 수량이 0.5㎖일 때에는 5번의 시

도 모두 탐지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나머지의 수량의 경우에

는 ‘탐지-비탐지’가 반복되는 결과를 보 다. 

해당 실험의 결과를 체 으로 분석해 보면, 극의 간격이 

3㎜, 2㎜인 경우, 수량 0.5, 0.3, 0.2㎖에 모두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 으나, 수량이 0.1㎖인 경우에는 불안정한 측정 결과

가 보임을 확인하 다. 그 이외의 극 간격의 경우, 흘러내리는 

극의 간격에 비해, 액체의 면 이 무 크거나 작아 탐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Image of electrode having the 5㎜ gap contacting with 

0.3㎖ water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  내압용기의 수를 탐지하기 한 방법으

로 도성 필름 극을 이용하여 내압용기 내벽에서 수를 탐지하

는 기술을 제안하 고, 이를 구 하기 해 내압용기의 자세에 따

른 수형태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량에 

따른 수탐지 극의 탐지정도를 실험을 통하여 비교하 다.  

이와 같이 수행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추가연구사

항을 도출할 수 있다. 

(1) 내압용기의 수형태는 내압용기의 자세와 수부 의 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직자세  수평자세로 구분할 경우 

각 조건에 따른 수양상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수센

서의 형상  효과 인 용 치를 결정할 수 있다.   

(2) 수탐지 극의 간격에 따라 탐지할 수 있는 수량이 달

라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고, 해당 실험의 조건  최소 

수량(0.1㎖)을 탐지할 수 있는 극의 간격(2㎜)을 실험 으로 

도출하 다. 이와 더불어 측정의 재 성  탐지감도를 향상하

기 해 향후 극의 다 배치  형상과 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요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해 내압구조물의 내압성능 향상  시험평가 기술 개

발”사업의 연구결과  일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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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athemat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a mobility and agility of underwater walking robot in consideration 
of tidal current and frictional ground contact. The proposed method is the base study for influence analysis of tidal current on multi-legged 

robot, in which the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its body and legs are considered. For this work, a dynamic equations for subsea legged robot 
and a torque constraint equation are derived. Also the mathematical framework is established to calculate the linear acceleration(mobility) and 
angular acceleration(agility) bounds of the robot's body center from the dynamic and constraint equations.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the 

simplified model of 4-legged robot is utilized and the simulations considering tidal current are performed. The acceleration bounds obtained from 
simulations are depicted as polytopes showing the validity of this study.

1. 서    론 

최근 육상 자원의 고갈에 따른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 탐사 및 수중 작업을 위한 수중 로봇 개

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ROV, AUV로 대표

되는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잠수정보다 정밀한 근접 탐사와 수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중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이에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수중 로봇과 달리 

다리를 이용한 다관절 해저로봇 개발에 착수하기에 이르렀으며

(전봉환, 2010), 이 해저로봇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무엇보다 수

중 보행과 강조류 극복에 대한 연구는 수중에서의 운동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중 보행 로봇의 동적 성능 

해석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 기초 연구는 신

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로봇의 동적 성능 해석(Bowling, 2006; 심형원, 2008)

은 주어진 환경과 관절 구동기 성능으로부터 로봇 몸체 중심에

서 발생되는 선형 가속도와 회전 가속도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두 가속도는 로봇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

는가를 나타내는 이동성과 얼마나 빨리 자세를 바꿀 수 있는가

를 나타내는 민첩성으로 달리 표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이동성과 민첩성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수학적 체계는  크게 수중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다족 보행 로봇의 동역학식과 해저면과 다리 끝 

심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장동 171)

042-866-3824  hwshim@moeri.re.kr

사이의 마찰을 고려한 관절 토크 제약식, 그리고 이 두 식과 주

어진 관절 토크 영역을 이용한 몸체 중심의 가속도 영역을 산출

해내는 방법론적 틀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수학적 체계의 타

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4족 보행 로봇의 근사화된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수중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

다. 

2. 수중 다족 보행 로봇의 동역학식 

본 장에서는 주어지 다리 관절의 구동기 토크로부터 Fig. 1과 

같은 수중 다족 보행 로봇의 이동성과 민첩성을 나타내는 몸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동역학식의 유도 방법을 제시한다.

2.1 몸체와 다리의 동역학

다족 보행 로봇 시스템은 여러 개의 다리와 몸체로 크게 분류

될 수 있으며, 몸체의 동역학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Fig. 1 Example of 4-legged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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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 식에서  는 몸체 중심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며,  

 는 물체의 관성항을,   은 몸체 중심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항이다(심형원, 2008). 는 몸체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 부력, 

회전 속도와 관련된 항이며, 는 유체 항력 및 양력을 나타내

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Hoerner, 1995; Jun, 2006).

     



 



,          (2)

여기서, 와 는 몸체에 작용하는 유체 항력과 양력이며, 

는 유체 밀도를, 와 는 유체 항력과 양력 계수를 나타낸

다. 와 는 각각 몸체 단면적과 수평면적을 의미하며, 는 

몸체의 선형 속도를 나타낸다.  

이 몸체를 지지하는 m대의 다리 중 n 자유도를 갖는 k번째 다

리의 동역학식은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

위 식에서 ∈ 는 k번째 다리 관절에 가해지는 토크이고, 

∈ ×는 다리의 관성항이며, ∈ 는 각 관절의 각가속

도이다. ∈ 는 원심력과 전향력 및 중력과 관련된 항을 나

타내며, ∈ 는 부력 및 중력에 관련된 항이다. ∈ ×
는 자코비안 행렬이며, ∈ 는 다리 끝이 지면에 가하는 힘

을, ∈ 는 유체 항력 및 양력과 관련된 항을 나타낸다. 이 

유체력에 관련된 항은 Fig. 2의 좌표계와 다리 링크의 미소 영역

에 작용하는 유체력를 활용한 기존연구(Jun, 2006)로부터 다음

과 같이 표현된 수 있다.

  





 × 



 ,          (4)

  





 × 



 ,          (5)

 
 


    

   ,  
 


    

   ,       (6)

   ⋯  ,          (7)

여기서, 와 는 i번째 좌표계에서 표현되는 j번째 링크에 

작용하는 유체 항력과 양력을 나타내며, 와 는 유체 항

력과 양력의 계수를 나타낸다. 와 는 유체력이 작용하는 

미소 영역의 길이를, 는 미소 영역 중심의 위치 벡터를, 
는  

j번째 링크의 길이 방향 축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에 대한 미소 

영역의 속도를 나타낸다.     
 는 

와   에 의해 이루

어진 평면의 법선 방향 단위 벡터이다.

2.2 다리와 몸체 사이의 힘과 가속도 관계

수중 보행 로봇의 경우 다리 끝이 해저면의 접촉점에 가하는 

힘과 가속도가 몸체와 다리의 연결 부분에 반력으로 작용하여 

몸체 중심에 가속도를 발생시킨다. 이 점을 착안하면 다리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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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ctor diagram and link coordinates of underwater leg

서 내는 힘(또는 가속도)과 몸체 중심의 가속도와의 상관 관계

(심형원, 2008)를 구할 수 있다. 우선 다리 끝에서 내는 힘이 몸

체 중심의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리와 몸체

의 힘 관계식을 구하면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8)

위 식에서 는 다리 끝에서 내는 힘과 몸체 중심에서 받는 힘 

사이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렬이며, 는 다리 끝이 지면

의 접촉점에 가할 수 있는 힘과 모멘트 성분만을 추출해주는 선

택 행렬이다. 는 몸체에 가해지는 부력과 중력을 포함한 항

이다. 식 (1)과 (8)로부터 다리 끝에서 내는 힘과 몸체 중심의 가

속도 사이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9)

여기서, 
⌗는 의 pseudo-inverse 행렬이며, 는 

의 영공간 행렬이다(심형원, 2008).

다음으로 다리 관절의 각가속도()와 다리 끝에서 내는 가속

도( )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리 관절 각가속도와 몸체 중

심 가속도(  )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0)

2.3 수중 보행 로봇의 동역학식

수중 보행 로봇의 몸체 중심 가속도는 다리 관절의 구동기에 

주어진 토크에 의해 발생된다. 이점을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리 관절 토크와 몸체 중심의 가속도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

는 동역학식을 2장 1, 2절에서 유도한 동역학식으로부터 구하였

다. 우선 식 (3)은 m개의 다리 끝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힘과 모

멘트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         (11)

위 식의 다리 관절 각가속도와 힘에 관한 항을 식 (9)과 (10)

을 이용하여 몸체 가속도로 대체하면 식 (11)은 다리 관절 토크

와 몸체 가속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동역학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자코비안의 역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 

(11)의 양변에  
을 곱한 후 동역학식을 유도하였다.



  


⌗     




 
   



 (12)

식 (12)는 몸체 가속도와 다리 관절 토크에 대한 선형 방정식

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3)

  


⌗ 


   


  


⌗     
 

여기서, 는 로봇 몸체의 가속도에 관계된 항만을 추출해주는 

선택 행렬이다.

3. 마찰을 고려한 구속식
 

본 장에서는 수중 보행 로봇이 해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속식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구

속식은 마찰을 고려하여 다리 끝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다리 

관절에 가할 수 있는 토크의 범위를 제약하는 식이다.

3.1 해저면 마찰 근사화

다족 보행 로봇이 다리 끝과 지면의 접촉점에서 미끄러짐 없

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과 같이 다리 끝에서 내는 접촉면

의 수평 방향의 힘이 마찰력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14)

위 식에서 는 의 접촉면에 수직 방향 성분이고,  , 

는 의 접촉면에 수평 방향 성분이며, 는 지면과 k번째 다리 

끝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이다. 식 (14)는 Fig. 3의 마찰 원

뿔(friction cone)로 표현되며, 이 마찰 원뿔을 z축에 수직한 방

향으로 자르게 되면  평면에서 힘을 제약할 수 있는 Fig. 3과 같

은 마찰원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마찰원을 팔각형

으로 선형화하여 각 변에 대해 식 (15)와 같은 힘을 제약할 수 

있는 부등식을 구하였다(Bowling, 2006; 심형원, 2008).

         ≤ 

        ≤ 

        (15)

식 (15)와 같이 모든 변에 대해 힘을 구속하는 부등식을 구하여 

몸체 중심 좌표계를 기반의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심형원, 2008).

 ≤              (16)

     
      ⋯ ∈ ×

 




    
⋮ ⋮ ⋮
   




∈ ×

3.2 다리 관절 토크 구속식

식 (9), (10), (11), (13)을 이용하면 다리끝에서 내는 힘과 다리 

 토크의 계식을 얻을 수 있다.

  







 



  

 

(17)

Fig. 3 Approximated friction cone

Fig. 4 Numerical process for the mobility and agility analysis

최종적으로 마찰이 고려된 다리 관절 토크의 구속식은 식 (16)

에 (17)을 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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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동성 및 민첩성 해석을 위한 수학적 체계 

본 장에서는 수중 보행 로봇의 동역학식과 구속식을 이용하여 

로봇의 이동성 및 민첩성을 나타내는 몸체 중심 가속도를 구하

는 수학적 체계를 제시한다. 로봇 몸체 중심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 먼저 Fig. 4와 같이 주어진 다리 관절 토크 영역의 경계값

을 토크 구속식에 대입하고, 토크 구속식을 상용화된 선형화 프

로그램에 대입하여 다리 끝이 지면의 접촉점에서 미끄러지지 않

기 위해 제약된 토크의 최외각점들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토

크의 최외각점들을 식 (13)에 각각 대입하여 몸체 중심 가속도

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가속도들의 최외각점들을 이으면 최

대 가속도 영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구해낼 수 있다. 이 가속도 

영역 중 선형 가속도가 수중 보행 로봇의 이동성이 되며, 회전 

가속도가 로봇의 민첩성이 된다.

5.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제안한 수중 보행 로봇의 이동성 및 민첩성 해석

을 위한 수학적 체계를 이용하여 근사화된 4족 보행 로봇의 이

동성과 민첩성을 알아보고 유도된 수학적 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은 물리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몸체와 다리 



Class Parameter
Lengh(m)&weight(kg) of leg 5,7.0,6.0 2121 ==== mmll
Size(m)&weight(kg) of body 100,1,2.2,1 ==== bmcba

Joint angles(°)

95,10,0 131211 −=== θθθ
95,10,180 232221 −=== θθθ
95,10,180 333231 −=== θθθ

95,10,0 434241 −=== θθθ
Joint torques constraint(Nm) )4,,1(500,,500 321 L=≤≤− iiii τττ
Friction angle(°) & Drag coef. 30=µθ , 2=BPC , 1.1=DC
Tidal current velocity -2knots(x axis direction)
Fluid density, Buoyancy 3/1000 mkg=ρ , 20% of Gravity

관절의 초기 속도를 0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시뮬레이션의 편

의를 위해 Fig. 5와 Table 1과 같이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또

한 지상 환경과 수중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수중 환경 

요소를 배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지상과 수중 

환경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 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수중에서의 항력과 조류, 부력의 영향에 의해 선

형 가속도 영역이 직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이동된 것

을 볼 수 있으며, 회전 가속도 영역은 전체적으로 약간 줄어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석 

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ig. 5 Simplified model of a 4-legged robot

Table 1 Definition of parameters of simplified model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보행 로봇 시스템에서 다리의 각 관절에 

주어진 토크 영역과 수중 환경 및 해저면의 마찰을 고려하여  

로봇이 얼마나 잘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 수학적 체계의 타당성을 제

시하기 위해 근사화된 4족 보행 로봇의 지상과 수중 이동성 및 

민첩성을 해석하기 위해 다각형의 형태로 표현되는 선형 및 회

전 가속도 영역을 구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로봇 몸체의 가속도 

영역에 대해 물리적 직관을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제시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수학적 방법의 신뢰성을 증명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개발” 과제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수중 보행 로

봇의 이동성 및 민첩성 해석을 위한 단일화된 수학적 체계 개

발” 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 중의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

원에 감사드립니다.

Fig. 6 Mobility and Agility of Simpl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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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lgorithm for localization and navigation using a series of point measurements in a time-invariant non-uniform scalar field 

whose distribution is known in advance is presented in this research. For point measurements, various scalar physical quantities can be 
considered such as temperature, density, salinity, intensity of light or an electromagnetic field, etc. A spatial distribution of these physical 
quantities forms a field map which enables map-based navigation for a vehicle. The filter formulation for this field map-based navigation leads to 

a nonlinear estimation problem. Several nonlinear estimation techniques including the extended Kalman filter and the pariticle filter are 
considered in this research. In addition, the feasibility of using a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 is examined and its performance is 
demonstrat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s in a synthetic scalar field.

1. 서    론 

 

수상선, 몰수체와 같은 해양 운동체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자

동차 등 각종 운동체의 운용에 있어 운동체의 치 악은 가장 

기본 이고도 핵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센서

와 항법 알고리듬들이 개발되었고 지 도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 다양한 종류의 운동체 시스템에서 리 사

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과 

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결합한 

GPS/INS 시스템이 있다. 이는 상당히 이상 인 조합으로서 높

은 운용 주 수와 빠른 운동 응답을 갖되 분에 따른 표류오차

(dirft errors)가 불가피한 성항법센서와 낮은 운용 주 수를 

가지나 장기 으로 표류오차 보정을 한 치 정보를 제공

하는 GPS가 상호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여 비교  가의 센서 

구성으로도 상 으로 높은 정 도의 항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GPS는  방해 등 자 (electronic warfare)에  취

약하며, 기본 으로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다는 

근본 인 제약이 있다. 특히 수  환경  실내 환경에서는 GPS

의 운용이 원칙 으로 불가능하므로 정 항법을 해서는 별도

의 치 보정 정보가 필요하다.

감진환: 역시 유성구 학로 291

042-350-1519  jinwhan@kaist.ac.kr

본 연구에서는 공간상에서 측정 가능한 스칼라 물리량이 존재

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한 분포도가 제공된다는 제 하에 물

리량 분포도와 물리량 계측치를 이용하여 공간 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체의 치 악  항법에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듬을 구

하고자 한다.

공간 상의 한 에서 계측가능한 스칼라 물리량으로는 온도, 

도, 염도, 자기장 세기 등이 있으며 이들 분포가 시간에 따

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도입하면, 시불변 물리량 분포

도의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 인 경우 물리량 분포도는 좌

표에 해 비선형 함수 형태로 표 되므로, 이를 이용한 항법 

알고리듬 구 을 해서 비선형 추정기의 사용이 필수 이다.

비선형 추정기 구 을 해 먼  가장 일반 인 비선형 필터 

알고리듬인 확장칼만필터(EKF: Extended Kalman Filter)와 

(Lewis, 1986) 최근들어 각 받고 있는 입자필터(PF: Particle 

Filter)의 사용을 고려한다 (Arulampalam, 2002). 확장칼만필터

는 계산 효율은 높으나 심한 비선형 문제나 부정확한 기치 조

건을 갖는 추정 문제에 있어 제한 인 성능을 보이는데 반해, 

입자필터의 경우 일반 인 비선형 추정 문제에 있어 칼만필터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run, 

2005). 다만 입자필터는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어 상태변수 차원

이 일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간 추정 알고리듬으로의 용

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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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항법 구 을 해 확장칼만필터

와 입자필터의 성능의 혼합 형태인 라오블랙웰라이즈드

(Rao-Blackwellized, 이하 RB) 입자필터 알고리듬의 사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Khan, 2004, Schon 2005, Kim 2008) 그 성능을 수

치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한다.

2. 시불변 불균일 스칼라장 

2.1 스칼라 물리량  스칼라장

스칼라 물리량은 공간의 한 에서 그 크기만으로 정의되는 1

차원 물리량이며, 이 물리량 분포가 정의되는 공간이 스칼라장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할 항법 알고리듬 용을 한 스칼

라 물리량으로는 온도, 습도, 도, 염도, 자기장의 세기 등과 

같이 치와 직 으로 련되지 않는 일반  물리량 정보의 

고려가 가능하다.

크기만으로 정의되는 스칼라 물리량은 방향와 크기 모두를 갖

는 벡터 물리량에 비해 계측이 상 으로 용이하다. 특히 각종 

운동체에 기본 으로 장착되는 센서 에서 스칼라 물리량 계측

을 한 센서( , 압력 센서, 온도 센서 등)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항법을 한 별도 센서의 장착 없이도 

항법에 필요한 치 정보의 확보가 가능하며, 별도의 항법 센서

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항법 보조 센서로서 항법 정 도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다.

만약 계측 가능한 스칼라 물리량이 하나 이상일 경우 실계 계

측 물리량은 벡터의 형태로 표 되는데 이는 추정의 에서 

항법필터에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제공됨을 의미하므로 정보 항

법 정 도를 추가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2 스칼라장 표 을 한 함수 정의

운동체가 운용되는 공간 좌표계에서 좌표 벡터 x에서 해당 좌

표에서의 스칼라 값으로 응되는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자. 

  →                      (1)

여기서의 스칼라 값 y=f(x)는 특정 좌표에서 계측 가능한 물리

량을 의미한다. 운동체 운용 공간에서의 스칼라장 분포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시불변) 그 크기가 공간상에서 균일하

지 않다고(불균일) 가정하자. 시불변 가정은 상수들로 구성된 표 

형태의 스칼라장 분포도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항법 알고리듬 

용을 한 가정으로, 만약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스칼라장에 

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시불변 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다. 불균일 분포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알고리듬 용에 

필수 인 부분으로 만약 스칼라장이 균일하다면 문제의 특성 상 

항법  치 악에 필요한 정보의 추출은 불가능하다.

3. 항법 문제로의 수식화

제안되는 항법 문제를 치 추정 문제로 수식화하여 항법 

필터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는 먼  운동 방정식과 

계측 방정식을 정의한다.

3.1 운동 방정식

운동체의 3차원 공간 상에서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해 질

 동역학에 바탕을 둔 6개의 상태 변수를 갖는 운동 방정식

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식 (2)에 보인다.
































 ⋅ 
 ⋅
  




               (2)

여기서 x는 상태변수벡터, x, y, z는 3차원 공간 상에서의 좌

표값이며 V는 운동체 속도, 는 상승각, 는 횡표류각을 나

타낸다.  ,  , 는 각각 속도, 상승각, 횡표류각 입력으로 

운동체의 3차원 운동을 조 하기 한 제어입력으로 사용된다. 

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란을 표 하며 평균값 0의 정규 분

포 벡터로 가정한다.

3.2 계측 방정식

임의의 스칼라 물리량이 좌표 공간의 함수로 정의되며 계측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계측 방정식은 다음의 형태로 표 이 가

능하다.

 











 




                    (3)

여기서 h는 3차원 공간 좌표로부터 스칼라 물리량으로 응

되는 함수이며, 는 계측 잡음 벡터를 나타내며 평균값 0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일반 으로 h는 비선형 함수로 표 된다. 이에 한 정보가 

항법 필터에 제공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알

고리듬의 용이 가능하다. 편의상 계측 잡음 는 정규 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4. 비선형 필터 알고리듬

식 (2)~(3)에 보듯이 운동 방정식과 계측 방정식 모두 비선형

이며 특히 계측 방정식의 경우 그 비선형성이 더욱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항법 문제는 결국 비선형 추정 문

제로 표 되며, 실시간으로 운용되는 항법 필터 설계를 해서

는 비선형 필터 알고리듬의 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필터 알고리듬 가운데 표 인 확장

칼만필터와 입자필터 알고리듬의 사용과 함께 이의 혼합 형태

인 RB-입자필터의 사용을 고려하기로 한다. 각 필터 알고리듬

에 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4.1 확장칼만필터

재 비선형 실시간 추정에 가장 리 사용되는 필터 알고

리듬이라 할 수 있다. 정규분포잡음을 가정한 선형시스템에 

해 최  추정치를 제공하는 칼만필터의 확장된 알고리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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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lar field distributions in the x-y plane  

비선형 문제의 선형화와 비정규 분포의 정규 분포화라는 근사

화 단계를 거친다. 이로 인해 심한 비선형 문제 는 뚜렷한 

비정규 분포 잡음을 갖는 추정 문제의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기치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

이 크게 좌우되는 단 이 있다. 하지만 상 으로 높은 계산 

효율로 인해 상태변수차원이 높은 시스템에도 손쉽게 용이 

가능하며 실제  추정문제에 있어 성공 으로 용된 많은 사

례가 있어 많은 일반 으로 가장 선호되는 필터 알고리듬이라 

할 수 있다.

4.2 입자필터

몬테카를로 기법에 바탕을 둔 기법으로, 칼만필터와 같은 기

존 필터 알고리듬이 평균과 공분간이라는 표값을 사용하는

데 반해 입자필터는 입자 하나 하나로 시스템 상태변수를 표

한다. 입자필터는 확장칼만필터와는 달리 시스템의 비선형성

이나 비정규 잡음특성을 별도 근사화 과정 없이 있는 그 로 

표 할 수 있다는 뛰어난 장 이 있다. 단, 몬테카를로 기법의 

특성상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다는 단 을 가진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산기의 성능이 비약 으로 발 하면서 많은 실제 인 

문제에도 입자필터 기법의 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높은 차

수를 갖는 시스템의 경우 그 용이 여 히 제한 이다.

4.3 Rao-Blackwellized 입자필터 (RB-입자필터)

RB-입자필터는 확장칼만필터와 입자필터의 장 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Rao-Blackwell 정리를 바탕으로 제안된 혼합

(hybrid)형 필터 알고리듬이다. 그 기본 인 개념은 시스템 상

태 변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  후 상 으로 비선형성 

는 비정규분포 특성이 강한 상태변수 그룹은 입자필터로 처리

하고 그 특성이 상 으로 약한 상태변수 그룹은 (확장)칼만

필터와 같은 해석  추정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을 용할 경우 입자필터 연산량을 격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수가 높은 많은 실제  시스템 문제에 있어

서도 용의 여지가 많다.

5. 시뮬 이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유효성 검증을 해 가상의 스

칼라장에서의 수치 항법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를 

다음에 보인다.

5.1 시뮬 이션 시나리오

먼  수치 시뮬 이션 수행을 해 식 (4)로 표 되는 3차원 

공간 상에서의 가상의 스칼라 필드를 정의하 다. 

   
 



        


 (4)

식 (4)는 개의 특이 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는 각 특이

의 세기 는 특이  치 좌표를 나타낸다. 5개의 특이

을 사용하여 모사된 스칼라장의 세기 분포의 를 Fig. 1에 보

인다. 이에 상당하는 3차원 공간 상에서의 특이  분포와 항법 

시뮬 이션을 해 가정된 운동체의 실제 궤 을 Fig. 2에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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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gularity distribution in 3D space

스칼라장 표 을 한 특이 은 단  세기를 갖는다고 가정하

고 계측 잡음행렬의 표 편차는 0.01로 설정하 다. 항법 필터

의 강건성 악을 해 비교  큰 기 불확실성을 가정하 는

데, 좌표값에 한 기값 불확실성의 표 편차로는 x, y, z 각

각에 해 30(m)를 설정하 다.

5.2 시뮬 이션 결과

앞서 언 된 세 종류의 비선형 항법필터를 사용한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일부를 다음에 보인다.

EKF의 경우 실제 궤 이 추청치 부근을 지나는 경우 뒤늦게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일반 이지는 않으며 필터 

성능이 기치 정확도와 운동 시나리오에 민감한 특성이 찰되

었다. 실제와 추정 운동체 궤  를 Fig. 3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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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ion result of EKF



설정된 시뮬 이션 조건에서 입자 필터로 만족스런 성능을 얻

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신뢰할만한 성능을 얻기 해서는 략 

수천 개 이상의 입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10000

개의 입자를 사용된 입자필터 시뮬 이션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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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result of PF with 10000 

particles

참고로 사용된 입자필터의 입자 재추출(resampling) 방법으로

는 가장 일반 인 SIR (Sampling importance resampling) 기법

을 사용하 다. 입자 재추출 방법의 개선을 통해 부분 인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겠으나 입자필터의 기본 인 특성상 많은 

입자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엄청난 계산량으로 인해 

실시간 알고리듬으로의 사용이 힘들 것으로 단되었다. 

결국 표  입자필터 신 훨씬 은 수의 입자로 만족스런 필

터 성능을 기 할 수 있는 RB-입자필터가 용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의 를 Fig. 5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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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result of RBPF with 

100 particles

그림 3~5으로부터 RB-입자필터의 경우 확장칼만필터 비 월

등한 성능을 보이며, 심지어 훨씬 많은 수의 입자를 사용한 표

 입자필터에 비해서도 개선된 성능을 얻는 것이 가능함을 확

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계측 가능한 스칼라 물리량이 존재하는 3차원 

공간에서의 항법에 용이 가능한 실시간 필터 알고리듬 구 의 

용 타당성  실  가능성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항법 알고리듬 운용의 제 조건으로 시불변 불균일 스칼라장 

분포에 한 정보는 미리 주어진다고 가정하 다.

비선형 추정 문제로 표 되는 스칼라장 기반 항법 문제를 풀

기 해 세 종류의 표 인 비선형 추정 알고리듬의 사용이 고

려되었으며 수치 시뮬 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비교하 다. 비

교 결과 성능과 계산량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RB-입자필터의 

사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원칙 으로 난수를 사용하는 시변 시스템에 한 

것이므로 보다 의미있는 결과의 비교와 논의의 도출을 해서는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시뮬 이션과 결과의 통계 분

석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추후 이에 한 추가 연구가 요구

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삼성 공업(주)의 지원에 따른 SHI-KAIST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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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S를 이용한 무인잠수정의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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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UUV 무인잠수정, Trajectory following algorithm 경로추종 알고리즘, Control 
law 제어법칙, Operation scenario 운영 시나리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 an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based experimental study for UUV's trajectory 
following algorithm and control law. The development of a reliable sampling and testing platform for these vehicles requires a 

thorough system design and many costly at-sea trials during which systems specifications can be validated. Modeling and 
simulation provide a cost-effective measure to carry out preliminary component, system, and mission testing and verification,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potential failures in at-sea trials. An accurate simulation environment can help engineers to find 

hidden errors in the UUV embedded software and gain insights into the UUV operation and dynamics. To operate HILS, we have 
to determine a operation scenario first that assign way-point and obstacle number on the scenario generator. The generated sensor 
data goes into the vehicle's operating system that make operate thruster, rudder and elevator. Finally, all sensor data and vehicle's 

attitude and 3D trajectory are displayed on HILS system.

1. 서    론

 

최근 해양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잠수정에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

인잠수정(UUV : Unmanned Underwater Vehilce)은 심해 지형

조사, 광물탐사, 해양구조물 조사의 민수용 목적과 기뢰제거정

(MDV : Mine Disposal Vehicle), 감시/정찰, 수중 유도무기와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운영이 된다[1]. 무인잠수정은 

AUV(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와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AUV는 자율무인잠수

정으로 운영자의 외부조작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ROV는 모선 또는 외부의 운영자에 의해 조작되는 잠수정이다. 

무인잠수정은 수중에서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므로 개발과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

기 위해서는 운동 및 위치 제어성능을 보장하는 고성능의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발된 시스템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뮬레

이션을 통한 검증, 실제 시험을 통한 검증 등의 방법 외에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최종 성능 검증을 위해 시스템을 통합하

여 실제 시스템에 탑재하기 직전에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

교신저자 변승우: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9번지 ㉴50호

054-460-8724  seungwoo1.byun@samsung.com

다. 통합 시뮬레이터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제어시스템의 검증

에 이어서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실

물 시스템에 대한 효용성의 검증이 연속적 흐름상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데 이를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라고 

한다. HILS를 통해 무인잠수정에 탑재되는 하드웨어 환경을 그

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무인잠수정 동역학의 전체 혹은 일부만을 

수학적 모델로 대체하는 실시간 실물 지상모의 시험을 수행함으

로써 체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실사시험에서

의 위험요소를 제어하고 신뢰도를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잠수정에 대한 HILS 시험은 실제 하드웨어와 이

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므로 운동

체와 연동되는 입출력 정보들의 실시간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다양한 수중 환경의 고려와 수중 운동의 재현이 필요하고 

무인잠수정과의 통신 및 결과 출력등의 처리를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의 육상모의시험을 위한 소프트웨

어적인 통합시뮬레이터의 구축과 이를 HILS와 연계한 제어시스

템의 검증과, 시험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합시뮬레이터는 

Matlab GUI 기반으로 구현하였고, 향후 플랫폼과의 연동을 위

해서 C언어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운용하고자 한다. 또

한 사용자의 시각적 효과 향상을 위하여 경로생성 및 위치제어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에서는 해도를 사용하고 3차원 상에서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GUI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ILS 구성을 위해 

사용된 무인잠수정의 운동방정식 모듈과 제어법칙 설계과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HILS 시스템 구성을 4장에서는 통합시스

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

다.

2. 무인잠수정의 모델링 및 제어기 설계 

2.1 무인잠수정의 동역학 모델

무인잠수정의 수학모델은 잠수정의 동체 운동모델과 추진기, 

제어판의 구동모델로 구성된다. 동역학 모델은 잠수저의 3차원 

운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6자유도 비선형 운동방정식으

로 표현되며, 복잡한 유체동역학 계수들을 포함한다. 수중운동

체는 Fig. 1과 같은 지구고정좌표계와 동체고정좌표계를 사용하

고 있으며, 선수방향을 x, 우현방향을 y, 연직하방을 z 축으로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무인잠수정은 Fig. 1과 같이 어뢰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선미에 직진방향 추진기와 선미부에 승강제어를 

위한 수평타와 방향제어를 위한 수직타가 4개 설치되어 있다. 

무인잠수정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은 동일한 형상의 REMUS 

100의 운동방정식을 참고하였으며[3], 파라미터 값은 제작중인  

무인잠수정의 값을 사용하였다. 무인잠수정의 6자유도 운동방정

식은 식(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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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ordinate System of 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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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6자유도 운동방정식(1)~(6)을 이용하여 우선 Matlab 기

반으로 모델링을 하였고, Input 값은 추진기의 속도와 방향타, 

승강타의 각이고 이 값들이 운동방정식을 거쳐 무인잠수정의 운

동, 자세와 관련된 값들을 출력으로 나타낸다. 

2.2 무인잠수정의 제어기 설계

2.2.1 PD 제어기

무인잠수정의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식(1)~(6)의 비선형 6

자유도 운동방정식을 수평면과 수직면 운동으로 선형화하여 3

자유도 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상태방정식(7)~(8)과 

같다.
























 

  




  
  























 





 

     












    (7)




 













 




 



 













 





 

    


 




                    (8)

본 논문에서는 선형화된 운동방정식 (7), (8)을 이용하여 무인

잠수정의 수심제어기와 방향각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선형화된 



수직면 운동방정식 (7)을 이용하여 설계된 수심제어 식은 식(9)

와 같다. 아래 식에서 zd는 목표수심이고, z는 현재의 수심을 나

타내고, 는 pitch각, q는 pitch rate값이고, Kp, Kd는 각각 P, D

게인 값이다. 출력은 승강타의 각  로 나타낸다.

                                (9)

방향각제어기도 수심제어기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하였으며, 

선형화된 수평면 운동방정식 (8)을 이용하여 설계된 방향제어기

는 식(10)과 같다. d는 목표 선수각, 는 현재 선수각이고 r은 

yaw rate값이고, Kp, Kd는 게인값이다. 은 무인잠수정의 방향타

각이다.

                                     (10)

3. HILS 시스템 구성

HILS는 무인잠수정 개발과정 중 무인잠수정의 제어컴퓨터, 

센서, 추진기등의 하드웨어 환경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무

인잠수정 동역학의 전체 또는 일부만을 수학모델로 대체하여 

육상에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하고자하는 HILS의 운

용개념은 다음 Fig. 2과 같다.

Fig. 2의 그림에서처럼 시나리오 생성기에서 무인잠수정의 

운용방법 및 운용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최

적의 운용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센서신호를 시뮬레이션을 통

해 얻어낸 뒤 플랫폼의 하드웨어에 전해지는 값을 통해 추진

기와 방향타, 승강타가 작동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플랫폼

에서 구동되는 모든 데이터와 무인잠수정의 위치정보들이 전

시기에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며, 각종 센서에 대한 

값들이 확인이 가능해 무인잠수정의 운동 상태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DVL, IMU, Compass, Depth sensor등의 무인

잠수정의 운행에 필요한 센서데이터는 가상의 환경에서 생성

되어 무인잠수정의 메인컴퓨터로 입력된다. 센서데이터를 받아

들인 메인컴퓨터는 실제 플랫폼과 동일한 운용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추진기, 방향타, 승강타를 작동시킨다. 각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전시기를 통해서 운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어기 및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고 설계된 시스템을 검증 할 수 있다.

Fig. 2 HILS system configuration

4. 시뮬레이션

4.1 무인잠수정 동역학 시뮬레이션

2장에서 구한 운동방정식과 제어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수평면과 수직면으로 나누어 지정된 

Way-point를 통과하는 최적의 경로를 2장에서 설계된 제어기를 

이용하여 생성하고, 센서의 오차를 고려하여 실제 무인잠수정이 

생성된 경로를 추종하는 경우에 대해 LOS(Line-of-Sight)방식으

로 무인잠수정이 항해하는 경우에 대한 제어성능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Fig. 3은 Matlab GUI상에서 임의의 Way-point가 마우

스입력을 통해 생성되고 생성된 Way-point의 입력순서대로 무

인잠수정이 통과해야할 순서가 된다.

Fig. 3의 GUI에서 왼쪽에는 사용자가 Way-point를 입력하는 

창이고, 오른쪽에는 무인잠수정의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출력

해서 보여준다. 수평면 운동에서는 Heading angle, Yaw rate, 

Rudder angle등을 보여주게 된다.

Fig. 4~6은 Fig. 3의 그림과 같이 경로를 생성했을 때 오른쪽

에 보이는 센서측정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방향각과, 각속도, 

방향타의 각을 차례로 나타내었다. 무인잠수정의 운동에 따라서 

파란색선은 무인잠수정의 운동방정식에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빨간색선은 센서오차가 포함된 센서 시뮬레이

션이 포함된 무인잠수정의 운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3의 

Position error는 파란색선과 빨간색선 사이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Way-point GUI Simulator (Horizontal plane)

 

Fig. 4 Simulation result (Heading angle)



Fig. 5 Simulation result (Yaw rate)

Fig. 6 Simulation result (Rudder angle)

4.2 HIL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개발된 Matlab GUI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확인된 운동성능

을 바탕으로 실제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MF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ILS 시스템을 Fig. 7과 같이 구현하였다. 개발된 프

로그램은 전자해도와 연동하여 4.1절과 같은 방법으로 

Way-point를 지정하면 경로를 생성하고, 무인잠수정이 주어진 

경로를 따라 주행하게 된다. 현재 수상주행의 경우에 대한 시뮬

레이터가 개발된 상태이며, 수중주행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

도록 6자유도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상 및 수중 항법모두

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작중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인잠수정의 운동을 육상에서 실물모의시험

을 통해 시스템상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기능을 확인하는 HILS 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구현된 HILS 시스템를 이용하여 무인잠수정의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시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실험에 따른 위

험성을 줄일 수 있었으며,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Fig. 7 HILS mission program 

추후 현재 수상에서의 운용에 대한 시스템을 수중운용에도 적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며, 다양한 환경정보와 시

나리오를 구성하여 실제 사용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무인잠

수정의 운동을 묘사 또는 구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

잠수정의 운동과 제어기의 성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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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a information such as temperature, salt and current has been a very important issue ever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variation of temperature and salt in sea are related with climate change of the earth. To measure the information of sea, there are 
many types of measure system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in deep water the reason why high pressure of water. The best way to 
measure sea information is ARGO Float ever now.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 of experiment of hyperbaric chamber and structural analysis 

for ARGO floats.

1. 서    론 

ARGO는“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의 줄임말로써,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해양 기후를 감시하고 관

측하기위한 국제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기상기구

(WMO)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산하 국가간해

양과학위원회(IOC) 주도아래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상

청과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다수의 ARGO Float(이하 아르고 플

로트)를 투하하였으며, 관측된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

양자료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시간(real-time) 또

는 지연(delayed) 방법으로 측정되어 과거와 현재의 해양의 정

보가 파악되고 축적된다면, 해양에 대한 정확한 수치예보와 정

량적인 미래의 해양 상태 예측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르고 플로트의 작동 원리는 목표수심까지 잠수하고 7일 

이상 유지하고 이후 상승하면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다. 해수

면에 부상한 플로트는 약 12시간 정도 표류 하면서 상공을 통

과하는 ARGOS 위성에 자료를 전송하고 다시 잠수하여 자료를 

획득한다. 특히 800m 이상의 수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신저자 권순홍: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1번지

051-510-2347  shkwon@pusan.ac.kr

본 연구에서는 신동디지텍(주)에서 200m 목표의 프로토 타입

으로 개발된 아르고 플로트의 수밀성과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

본다. 2장에서는 수밀성에 관한 내용 위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서 수행되었던 고압챔버 실험의 내용이며, 3장에서는 상용소프

트웨어를 이용한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4장에서

는 수밀성 시험과 구조해석 내용의 결과를 보여주며, 5장에서

의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2. 고압챔버 실험 

2.1 고압챔버

개발 중인 아르고 플로트는 최대 수심 200m의 구역에서 운

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대 수심에서의 압력에 

안전율을 고려한 30bar에서 플로트의 수밀성 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1·2차에 걸쳐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해양연

구원에서 보유 중인 600bar급 고압챔버를 사용하여 고압 수밀 

실험을 실시하였다. 해양연구원의 고압챔버는 해양장비 및 내

압구조물, 수중 센서 및 계측장비, 수중 작동장비의 성능시험 

및 안전성 평과와 관련된 내압구조물의 좌굴 및 피로강도 시

험, 내압용기 및 작동기기의 수압/수밀시험 기기의 작동시험 

및 계측센서 성능시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압력선체구조실험,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복합재료의 특성시험, 기타 특수목적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

다. Table 1은 600bar급 고압챔버에 대한 주요사양 및 설비를 

나타낸다.  Fig. 1~2는 고압챔버의 형상 및 주요 설비 시설을 

나타낸다.

2.2 실험방법

아르고 플로트를 고압챔버 내부에 직접 위치시킬 경우 실험 

도중 플로트가 쓰러지거나 플로트가 부력을 받아 뜨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챔버 전용 

받침대와 무게추를 사용하여 플로트를 고압챔버 내부에 위치 

시켜 안정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op Closure Yoke Plug

Operating Pressure 8,700psi(Max. 600bar)

Design Pressure 9,570psi(660bar)

Medium Fresh water

Inside Diameter 800 mm

Inside Length 2,108 mm

Pressurization speed 1 - 100bar/min

Code Design ASME Section VIII, DIV2

ETC
Color/B&W Camera, Light, 

Strain Gauge

Table 1 Specification of hyperbaric chamber

Fig. 1 Experiment equipment of KORDI Yoke Type 600bar-class 

Fig. 2 Control room of equipment

      

Fig. 3 Installation of ARGO float with 3-camera and light

Fig. 4 Inside view of installed ARGO Float

Fig. 3은 플로트가 고압챔버 전용 받침대에 설치된 상태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와 같이 플로트는 받침대에 중앙부에 수직

으로 위치하게 되며, 플로트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트 중앙부 및 윗부분은 별도 고정하였다. 또한 수밀 

실험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받침대에 3대의 카메라를 설

치하였다. 카메라는 각각 플로트 하단 접합부, 상단 접합부 및 

상단 안테나 커넥터 부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수밀에 있

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함이다. Fig. 

4는 받침대에 결속된 부이가 고압챔버 내에 설치된 모습을 보

여준다.

2.3 실험 과정

개발된 프로토 타입의 아르고 플로트는 10cm/sec로 하강하

게 설계 되어있다. 이 경우 플로트에 걸리는 압력은 0.6bar/min

의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최대 수심(200m, 20bar)에는 약 30분

이 소요된다. 실험에서는 안전율을 고려한 30bar까지 수밀 실

험를 수행하였으며, 챔버의 가압 속도 및 실험 시간을 고려하

여 3bar/min의 속도로 가압을 하였다. 또한 최대 압력인 30bar

에 도달 하였을 때 10분 동안 30bar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최

대 압력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밀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감압의 경우 가압과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약 6분~9

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a) Housing of ARGO Float       (b) Internal contents

Fig. 5 Model of structural analysis

3. 구조해석 

아르고 플로트의 경우, 작동시 발생되는 압력 변동량은 크지 

않지만 최대 작동 수심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계산된 결과에 따라 얻어진 두

께에 대해 최대 작동 수심, 극한 강도에서의 압력과 좌굴 압력

을 검토하였다. 구조 해석을 위한 모델은 아르고 플로트의 외

부 케이스만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NSYS Workbench 

V12.1”을 이용하였다.

2.1 구조해석 조건

다음의 Fig. 5는 아르고 플로트의 외형과 내부 모델이다. 

Fig. 5에서 플로트의 단면을 보면, 외부 선체와 내부 구조물과

는 구조적으로 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해석에는 외부 선체만을 사용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하였다. 아르고 플로트 선체 모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께 10.3mm, 9.0mm의 모델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최종 모델에 대해 선형 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모

델의 최대 허용 변위는 0.1mm로 설정하였다.

2.2 모델링 및 경계조건

구조해석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부 선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Table 2는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이

며, Fig. 6(a)는 구조해석 격자의 모습이다.

Fig. 6(b)는 아르고 플로트에 적용된 경계 조건이다. 외부 선

체에 30bar의 압력이 작용하고, 바닥면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

하였다.

Material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Description

Al6061

2,700

(kg/m
3)

68,947

(MPa)
0.33

General aluminum alloy.  

Fatigue properties come from 

MIL-HDBK-5H, page 3-277. 

Table 2 Properties of material

           

         (a) Mesh                 (b) Boundary Condition

Fig. 6 Modeling of ARGO Float

4. 결과 

4.1 고압챔버-수밀성능실험

고압챔버를 이용한 수밀실험은 가압, 유지, 감압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압구간에 있어서 최대 30bar 목

표로 하여 3bar/min 의 속도를 유지하였다. 두 번째, 최대 압력

에서 약 10분 유지를 목표로 하였으며, 끝으로 감압을 계획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가압에 있어서 3.57bar/min 속

도로, 목표치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최대 압력 유지에 

있어서는 목표했던 시간을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

암은 211초가 소요되었으며, 고압챔버 장비의 특성으로 인한 

저압구간 감압 속도의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Fig. 7과 같은 결

과를 보여준다.

Compression Duration Decompression

503 sec 600 sec 211 sec

Table 3 Result of Experiment

Fig. 7 Time history of experiment



4.2 구조해석결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구조해석에서는 앞서 언급된 두 

종류(10.3mm, 9mm)의 서로 다른 두께의 모델에 대한 해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특히 응력과 변형값은 최대값으로, 

9mm, 35bar 조건은 최대 허용 응력 및 변형률을 10배 이상 상

회하여 생략하였다. Fig. 8은 Case 1, 35bar 조건일때의 최대 

응력 및 최대 변형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다음은 아르고 플로트의 모드별 좌굴 해석으로, Table 5에서

는 외부 압력이 35bar가 적용되는 조건에서 결과를 요약적으

로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아르고 플로트의 고압에서의 수밀성과 

구조적 거동에대해서 살펴보았다. 고압챔버를 활용한 수밀성 실

험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구조해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KS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기준에 의거하

여 설계된 아르고 플로트의 고압챔버 실험에 있어서, 목표 압력 

20bar를 약 1.5배 상회는 압력에서 수밀성을 확인 하였다.

(2) “ANSYS Workbench V12.1”을 이용한 구조해석의 경우 

설계 두께(10.3mm)에 대하여 약 35bar까지 설계 기준을 만족하

였으며, 최대 좌굴의 경우 약 734bar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개발된 아르고 플로트는 설계 목표 수심을 상회하는 

값을 보였으며, 실제 해상에서 안정적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압챔버 실험에 협조해주신 한국해양연

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한국산업표준(2004, 개정 2010),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기계/산업기계

Table 4 Maximum stress and displacement of each cases

Thickness

Case 1 (10.3mm) Case 2 (9mm)

Stress

(MPa)

Disp.

(mm)

Stress

(MPa)

Disp.

(mm)

30bar 47.5 0.087 64.9 0.414

35bar 55.5 0.102 - -

  (a) Distribution of stress   (b)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Fig. 8 Modeling of ARGO Float

Mode Load Multiplier 압력(bar)

1 7.6198 266.69

2 10.124 354.34

3 10.23 358.05

4 13.962 488.67

5 13.963 488.71

6 15.767 551.85

7 15.78 552.30

8 20.971 733.99

Table 5 Bukling mode of pressure



크롤러형 수중 로봇의 실해역 경로제어시험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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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n Path Tracking Test of Crawler Type Underwater 
Robot in Shallow-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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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rawler type underwater robot 크롤러형 수중 로봇, Path tracking test 경로 추종 시험, Track velocity control 트랙 속
도 제어, Underwater navigation 수중 항법, Driving property test 주행특성시험 

ABSTRACT: A self-propelled mining underwater robot, named MineRoTM was developed in 2007, which is consists of tracked vehicle, 
hybrid nodule pick-up device, electro-hydraulic assemblage, sensors, electric-electronic units for control and monitoring, and control 
station onboard, etc. In 2009 and 2010, shallow water tests around 100m depth have been executed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s of 

collecting, lifting and driving performance. Particularly, the test of 2010 was planned path tracking control at an inshore site near 
harbor, Hupo in the East Sea of South Korea. Here, tests of four-topic, track velocity control of driving system,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underwater navigation, turning property for various steering rate, and path tracking control have been performed for 3 weeks 

stage by stage. For operating and supporting the mining robot, DP vessel(8,500 ton) which is equipped with A-frame and winch system 
for umbilical cable was used as surface unit. This paper introduces about the overall contents of path tracking control test.

1. 서    론 

집광로봇차량은 점착성과 부착성이 강한 연약한 심해저 퇴

적물과의 복잡한 기계적 상호작용으로 주행(직진, 선회)하게 

된다. 주행에 필요한 추진력은 마찰이 아닌 지반의 전단저항에 

의해 얻어진다.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진행된 퇴적활동으로 고

화되어 형성된 심해저 지반은 외부자극에 매우 민감(sensitive)

하고 그 전단강도(점착성)가 극히 낮기 때문에 심한 미끄러짐, 

곧 지반의 과도한 전단변위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또한 로봇이 해저면의 다양한 형태의 채광경로를 따라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트랙추종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연

약한 지반에서의 계획된 위치로의 이동과 주행속도 유지라는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집광로봇은 계획된 채광경로로의 진입, 경

로변경, 곡선경로를 따라가는 선회 등의 제어가 항시 수행되어

야 한다.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는 2010년 8월 ‘집광로

봇 해저주행 제어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장소는 2009년 ‘근

해역 통합채광 성능실증시험’을 수행한 후포 동남방 5km 부근 

해역의 수심 약 120m 지역이다. 2009년 시험에서는 수상선으

로 바아지(Barge)를 운용한데 반해, 2010년 시험에서는 KT서브

교신저자 홍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길 32

042-866-3870  suphong@moeri.re.kr

마린(KT Submarine) 사의 ‘세계로호’를 임차하여 운용하였다

(Fig. 1). 이것은 해저에서의 집광로봇의 자율 경로 주행을 위

해, 엄비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일

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DP 

(Dynamic position) 선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 1 Concept of path tracking test in shallow water

  본 시험에서는 우선,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집광시험동에

서 분리된 로봇과 그 운용 시스템을 수상선의 갑판에서 다시 

조립하여 선상의 운용 시스템과 결합시킨 후, 신호, 통신 및 

전력공급 유무와 수중에서의 동작 및 누유 여부에 대한 기본 

성능을 체크한다. 다음으로, 수중에서의 미내로 주행시스템 속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도제어, 항법 알고리즘 구축, 주행특성 시험, 그리고 주행경로 

추종제어의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행시스템 속도제어 및 수중 항법 구축은 수중로봇의 해저주

행 제어시험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기술이다. 이

것은 육상의 토조 시험과 2009년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

전에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실해역 시험을 통해 최종 보완·완

성되었다. 해저주행특성 시험은 해저 지반에서의 실질적인 주

행을 통해 트랙차량 로봇의 주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속도 범위 내에서의 직진 주행과 선회 주행 시험이 실

시되었다. 끝으로, 주행경로 추종제어 시험에서는 앞서 수행된 

단계별 기술 및 정보와 수정 LOS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직선, 

차선 변경, 선회 경로에 대한 로봇의 추종제어 성능시험을 수

행하였다(홍섭 외, 2010). 

  본 논문은 집광로봇의 해저주행 제어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시험 경과 요약

  주행제어 성능시험은 2010년 8월 6일부터 2010년 8월 26일

까지, 21일간에 수행되었다. 이것은 장비 선적, 설치 및 하역까

지 포함된 기간으로, 실제 해상에서의 시험은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16일간에 수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해저주행 제어 

성능시험은 기본 성능 시험을 포함한 총 5단계로 진행되었다. 

- 1단계 : 기본성능 시험

- 2단계 : 주행시스템 속도제어

- 3단계 : 수중항법 구축

- 4단계 : 해저주행특성 시험

- 5단계 : 주행경로 추종제어 시험

단계 세부 내용 시험 일자(월/일)

1단계
- 선상 체크

- 수중 체크

- 8/7 ∼ 8/8

- 8/9

2단계
- Step 응답 시험

- 트랙속도제어

- 8/10

- 8/12∼8/13

3단계 - 수중항법 구축 - 8/14 ∼ 8/16, 8/19

4단계 - 주행특성시험
- 8/14 ∼ 8/16,      

  8/19, 8/21, 8/25

5단계
- LOS 파라미터 선정

- 제어기 설계

- 8/20 ∼ 8/23

- 8/23 ∼ 8/25

Table 1 Date and contents for each stage

  Table 1에서의 시험 기간 16일 중, 4일간의 시험 일자가 누

락되어 있다. 이는 8월 11일 태풍, 8월 12일 전력공급 시스템 

의 SCR 이상, 8월 17일과 18일 DVL(Doppler Velocity Log) 

센서 이상 및 교체로 인하여 시험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를 제외한 실제 해상 시험은 12일간 수행되었다. 이 기

간 동안, 수중에서의 시험 시간은 약 135시간(5.6일)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것은 하루 약 12시간 동안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다. 

3. 운용 시스템 구성

  해저주행 제어시험을 위한 선상시스템과 운용시스템에 있어

서의 전체 시스템 구성과 전력 및 통신의 흐름은 Fig. 3과 같

다(박성재 외, 2010).

Fig. 3 Block diagram of MineRo operating system

선상 운용 시스템은 수상 지원 선박인 세계로호의 발전기로

부터 440V의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것은 선상 전력반을 통하

여 1,200V와 3,000V로 승압된 후, 각각 로봇의 제어시스템 및 

HPU 구동용 공급되고, 220V로 강압된 전력은 선상 제어실의 

상시 전력으로 공급된다. 고압으로 승압된 전력과 광통신 라인

(Fiber-optic line)은 윈치의 연결 박스와 엄비리컬 케이블을 통

하여 로봇에 연결된다.

로봇에 연결된 엄비리컬 케이블은 Power 연결 박스에서 분

기되어, 3,000V의 전력은 로봇의 HPU에 공급되고 1,200V는 다

시 220V로 강압되어 제어 내압용기(Control CAN)내의 각종 

전자 장비의 전원으로 이용된다. 제어 내압용기에 공급되는 전

원은 리모트 임베디드 컨트롤러, PXI의 동작 전원과 센서 및 

각 전기․전자 장비에 DC전력을 공급하는 SMPS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제어신호와 카메라 영상은 내압용기 내의 광 변환기

와 제어실의 광 변환기(F/O media converter)를 통해 수상으

로 전달된다.



선회비

속도[m/s]
1.2 1.4 1.5 1.8 2.0 2.2

0.5 0.42 0.36 0.33 0.28 0.25 0.23

0.4 0.33 0.29 0.27 0.22 0.20 0.18

0.3 0.25 0.21 0.20 0.17 0.15 -

0.25 0.21 0.18 0.17 0.14 - -

Table 2 Track speed vs steering ratio

4. 단계별 시험 내용 및 결과

4.1 미내로 기본 성능시험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성능시험은 미내로 전기·전자 및 전력

공급 시스템, 그리고 운용 S/W의 기본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선상과 수중에서 매번 시험 초기에 기

본적으로 이행된다. 

  선상에서는 센서 신호 및 전력 통전 여부를 우선적으로 체

크한다. 이때, 각 센서로부터의 신호, 카메라 영상, 조명, 그리

고 유압 엑츄에이터의 작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체크한다. 다음

은 미내로를 수중에 진수 시킨 후, 수동조작에 의해 엑츄에이

터의 작동 상태와 함께 누유 및 누수 여부를 모티너링한다. 아

울러, 전방에 설치된 카메라/Pan&Tilt를 통해, 수중에서의 엄

비리컬 케이블의 형상을 확인한다. 

 

4.2 미내로 주행트랙 속도 제어 

  양쪽 트랙을 통해 움직이는 수중 로봇의 위치 및 경로 제어

를 위해서는 트랙의 속도 제어가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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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 of tracked driving and control system

  집광로봇의 트랙 및 제어 시스템은 트랙 몸체, 유압 모터, 

유압 제어 밸브 및 컨트롤러, 그리고 유량계로 구성된다(Fig. 

4). 이것에 대한 속도 제어는 수상의 컨트롤러에 지령된 속도

가 미내로의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 밸브 컨트롤러인 

PWM-16(INNOVA사)으로 전달된다. PWM-16은 지령된 값에 

상당하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을 유압제어 밸브에 

인가시킴으로써 유압 모터가 작동되며, 모터의 출력 라인에 연

결된 터빈형(Turbine type) 유량계를 통해 속도가 계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 시스템을 시간지연을 가진 1차계(First 

order system with dead time)로 정의하고, 스텝 응답(Step 

resposne)법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동정(Identification)한 후, 

잘 알려진 게인 튜닝 알고리즘을 통해 PI 제어기를 설계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양 트랙의 속도제어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Result of velocity control for both track systems

4.3 수중항법 구축

  USBL(Ultra-Short Base-Line) 또는 LBL(Long Base-Line)과 

같은 수중항법 장비를 통해 측정되는 위치 데이터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잡음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호 

차체에 대한 필터링 기법들은 그 한계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측정된 위치 정보와 로봇의 동적 특성을 접목한 

위치 필터링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차량의 운동학 방정식을 적용한 확장칼

만필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수중항법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여기에서는 위치 정보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

리, AHRS, DVL 등 내부 센서까지 활용하여 트랙의 슬립(Slip)

과 슬립각(Slip angle)을 실시간적으로 계산하여 대입함으로써 

위치 필터링의 성능을 개선시킨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여태경 외(2011)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4.4 해저주행특성 시험

  해저 주행제어를 위해서는, 주어진 해역의 지반 특성에 대한 

로봇의 주행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로봇의 직진 및 선회 주행시험을 통해 슬립, 선회 반경, 선회

각 속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경로 제어기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본 시험에서는 트랙의 속도범위를 고려하여, 

Table 2와 같은 선회비 계획을 통해 선회주행 특성시험을 수

행하였다. 본 시험을 통해, 로봇의 선회 주행 시, 허용할 수 있

는 선회비, 직진 및 선회 속도를 설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



Fig. 5는 Table 2의 속도 지령을 통해 얻어진 선회 주행시험

경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 선회비당 로봇의 선회는 180°를 

기본으로 하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씩 수행한

다. 이것은 로봇의 360° 선회 시 발생되는 엄비리컬 케이블의 

꼬임 방지와 실제 로봇의 단괴 채집 경로를 고려한 것이다.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4 5 0 5 0 0 5 5 0 6 0 0 6 5 0 7 0 0

4 5 0

5 0 0

5 5 0

6 0 0

6 5 0

E a s t[m ]

N
or

th
[m

]

8 /2 5  A M  P a th

 

 

Fig. 5 MineRo's trace in turning test

4.5 주행경로 추종제어 시험

  본 연구에서의 수중 로봇의 경로 추종은 LOS(Line Of Sight)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한다. 그 원리는 주어진 경로를 따라 주

행하기 위해 적절한 직진 속도와 선회각 속도를 매순간 생성

한다. 또한 기본 LOS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2가지 사항, 즉 가변 기준 방위각 적용 그리고 선회 감

속까지 고려한 수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Fig. 6).

wn wn+1

wn+2

φref_LOS

φ ref_way

φ veh

Ld

D1

D2

R

(xd, yd) (xlos, ylos)

Ov

Od Olos

Fig. 6 Concept of advanced LOS algorithm

  가변 기준 방위각이란 로봇의 현 위치와 주어진 경로사이의 

거리, 즉 -의 거리에 따라 기준 방위각을 가변적으로 설

정하는 방식이다. Fig. 6에서와 같이, -의 거리가 보다 

크면, 기준 방위각은 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보다 

작으면, 기준 방위각은 로 설정된다. 만약, 두점 사이의 

거리가 보다 크고 보다 작으면, 기준 방위각은 




  로 설정된다. 여기서 은 경로점, 

과 을 잇는 직선이 절대 좌표계의 축과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로봇이 목표 경로에 근접할 때 발생할 수 있

는 급격한 조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회 감속은 로봇이 현 위치에서 다음 경로점,  가까이 

근접했을 때, 즉 다음 경로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의 내부로 

진입했을 때, 직진 주행속도를 일정하게 줄임과 동시에, 다음 

목표점을 로 자동 갱신시킨다. 이는 에 접근한 후에 

다음 목표점으로 조향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로 이탈 현상을 방

지하여 부드러운 선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번 추종제어 시험에서는 직선, 차선 변경, 키홀(Key-hole) 

경로에 대한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 중, Fig. 7은 집광로

봇이 정해진 키홀 경로(흰색)를 따라 추종하는 결과(붉은색)가 

모니터링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Fig. 7 Scena of Key-hole path tracking on scree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0년 8월에 수행된 집광로봇의 근해역 경

로 제어시험에 있어, 시험 경과 및 전체 시스템 구성과 더불

어, 트랙 속도제어, 수중 항법 실현, 주행특성 시험, 그리고 경

로 추종제어로 이루어진 내용이 간략히 소개되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문 개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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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행 로 의 다리에 작용하는 유체력의 근사  모델링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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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roximated Modeling and Analysis of Hydrodynamic forces 
Acting on the Legs of Seabed Walk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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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Approximated modeling 근사  모델링, Hydrodynamic forces 유체력, Seabed walking robot 해 보행로 , Multi-joint 
Link 다  링크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pproximated numerical model of drag and lift forces acting on the articulated legs moving in fluid. 
Generalized drag torque is successfully derived as a function of generalized variables and its first derivative, even though the arm has roll joint 
and twist angles between joints. Since the model is described as closed-form dynamic equations based on L-E formulation, it is advantageous to 

apply in the analysis and controller design of underwater articulated legs. To verify the proposed model, we conducted drag torque simulations 
with simple scara robot and presented the results in this paper.

Fig.1. The concept of multi-legged seabed robot 

CRABSTER.

1. 서    론 

다양한 목 으로 수행되는 해  탐사와 수  작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기존의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나 AUV(autonomous underwater vehciel)와는 다른 형태의 수

로 이 필요하다. 를 들면, 해 토양의 교란 없이 해  환경

을 정  근  찰해야 한다거나 강한 해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  작업의 경우, 기존의 로펠러 형태의 수 로 으로

는 작업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 작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서 고안된 것이 다  해 로 이다. 이는 로펠러를 이

용하여 추진하는 기존의 ROV나 AUV와는 달리 여러 개의 다리

를 이용하여 해  보행 는 유 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 로 으로, 마치 게(Crab)와 가재(Lobster)가 해 면에서 이

동하고 작업하는 형태와 유사하여 로 의 이름을 'Crabster'라 

부른다( 환 외 2010). Crabster 로 의 개념은 Fig. 1에 나타

내었다.

수 에서 움직이는 Crabster 로 의 경우, 몸체와 다 에 작

용하는 유체력은 로 의 동역학  특성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

이며 수 보행이나 유  뿐 아니라 해류를 이겨내기 해서도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몰수체에 작용하는 유체력에 해

서는 기존 연구(Yuh, 1990, Fossen, 1994)가 리 알려져 있으나, 

다  다리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수치 으로 표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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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지 않다. 한 개의 수  링크에 한 유체 항 토크에 

한 연구(L’evesque와 Richard, 1994, McLain and Rock, 1996)가 

있었고, 반복  계산에 의해 해를 구하는 N-E(Newton-Euler) 방

식으로 수  로 팔의 동역학식을 유도하기도 하 다(Io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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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h, 1990, McMillan et. al 1995). 그러나 수  로 팔에 작용하

는 유체력을 일반화된 좌표계의 변수와 그들의 1차  2차 미분

으로 표 되는 수  다  링크에 한 닫힌 형태의 동역학 식

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환

(2005)과 Jun et. al(2006)은 유체력을 닫힌 형태로 유도하여, 이

를 수 로 의 조작도 해석과 유 경로계획에 각각 활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환(2005)과 Jun et. al(2006)이 제안한 방법

을 롤 에도 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다  링크에 작

용하는 유체력을 근사 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된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한 3  스카라 

로 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 다.

2. 유체 저항력의 근사적 모델링

n 자유도의 다  링크 로 이 수 환경에서 움직일 경우, 

일반 으로 로 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Yuh, 1990, Fossen, 1994).

( ) ( , ) ( , ) ( )+ + + =M q q C q q D q q G q τ ,        (1)

여기서 n n×∈ℜM 은 부가질량을 포함하는 성행렬이고, 

n∈ℜC 는 강체와 부가질량에 의한 코리올리와 구심력, 

n∈ℜD 는 유체 항  양력 항, n∈ℜG 는 부력, 력, 그리

고 유체가속도 항이다. 
n∈ℜq 는 로 의 변수 n∈ℜτ 는 

 토크 벡터이다. (1)식의 각 항 에서 유체력에 의한 항 

( , )D q q 항은  각도, 각속도, 유체의 속도 그리고 링크의 형

상과 이놀즈 수에 따라 결정되는 유체력 계수의 함수로 나타

난다. Fig. 2와 같이 n자유도의 링크 좌표계와 벡터도에서 j번째 

링크가 미소두께 dl을 가지는 작은 원반조각으로 나 어진다고 

가정하면, 원반조각에 걸리는 항력은 i 좌표계에 하여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1 ( ) || ||
2

i i n i n
Dj Dj j pj j jd C d dlρ σ= −f v v

,       (6)

여기서, 
i

Djd f 는 i 좌표계에서 표 된 j번째 링크 상의 한 원반

조각에 작용하는 항력이고, ( )Dj jC σ 는 앙각 jσ 의 함수로 표

되는 j번째 링크의 2차원 항계수이고, 앙각 jσ 는 유체속도

벡터 
0

cv 와 원반조각의 속도벡터 
0 n

jv  사이의 각도이다. pjd 는 

i n
jv 에 직각인 평면에 투 된 원반의 투 길이이다. 

i n
jv 는 j번

째 링크에 직각인 방향의 속도의 성분이다. Fig. 2로부터, 
i n

jv 는 

유체에 한 원반조각의 속도를 ( j jy z− )평면으로 투 하여 다

음과 같이 얻어진다.

( )i n i i
j ij j c= −v P v v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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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ector diagram and link coordinatesof 

underwater multi-link

여기서, 
i

jv

는 i 좌표계에서 표 된 j번째 링크의 속도이고, ijP  는 i 좌표계

에서 정의된 (
i i

j jy z− )평면으로의 투 행렬로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1( )

[ ] [ ]

T T
ij

i i i j j
jy jz j jy jz

−=

= =

P B B B B

B e e R e e ,           (8)

여기서, 
i

jR 는 i 좌표계에서 j 좌표계로의 회 행렬이다. 
i

jye 와 

i
jze 는 각각 i 좌표계에서 표 된 y축과 z축의 단 벡터이고, 

j
jye 와 

j
jze 는 j 좌표계에서 표 된 단 벡터이다.

(i+1)번째 에 작용하는 항력을 변수와 그의 1차 미

분의 함수로 표 하기 해 먼 , j번째 링크에 고정된 한 의 

속도를 i 좌표계에 해 유도한다. i 좌표계에서 표 된 j 링크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0 0
1 1

j j
i i j i j

j jk k j jk k j
k k= =

⎡ ⎤ ⎡ ⎤
′ ′ ′= =⎢ ⎥ ⎢ ⎥

⎣ ⎦ ⎣ ⎦
∑ ∑v A U q r A U q r

.     (9)

여기서,  ′는 
4[ 1]i i T T

j j′ = ∈ℜr r 로 정의되는 직교 좌표계 벡

터로부터 동차좌표계 벡터로의 변환이다. 
4 4i

j
×∈ℜA 는 동차좌

표 변환 행렬이다. 
4 4

ij
×∈ℜU 는 

0
iA 의 jq 에 한 편미분이다. 

아래와 같이 새로운 표기를 도입하면

1
1

0
for       

0 for       

i k
i i k k j

jk jk
k j
k j

−
−⎧ ≤⎪= = ⎨

>⎪⎩

A Q AU A U
,   (10)

(9) 식은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 형태로 쓸 수 있다.

1

j
i i j

j jk k j
k=

⎡ ⎤
′ ′= ⎢ ⎥

⎣ ⎦
∑v U q r

.                 (11)

(11)식을 (7)식에 입하면, 
i n

jv  는  변수와 그 1차미분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j

i n i j i
i ij jk k j c

k i=

″⎛ ⎞⎡ ⎤⎜ ⎟′= −⎢ ⎥⎜ ⎟⎜ ⎟⎣ ⎦⎝ ⎠
∑v P U q r v

.          (12)



 ″는 ( ) 3i i
j j

″
′ = ∈ℜr r 로 정의되는  ′의 역변환이다. 

(12)식의 ijP 와 
i

jkU 는  변수 q 의 함수이고, 
j

j′r 는 j 좌표

계의 원 에서 j 링크에 치한 원반조각까지의 치벡터이다. j 

좌표계는 j번째 링크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j

j′r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0
0
1

j
j

x−⎡ ⎤
⎢ ⎥
⎢ ⎥′ =
⎢ ⎥
⎢ ⎥
⎢ ⎥⎣ ⎦

r

 ,                       (13)

여기서 x는  j 좌표계에서 원반조각까지의 거리이다.

세장체 이론에 따라 j번째 링크에 작용하는 항력은 원반에 

작용하는 유체력 (6)식의 분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0

1 ( ) || ||
2

jli i n i n
Dj Dj j pj j jC d dlρ σ= − ∫f v v

.         (14)

 (12)식을 (14)식에 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 )
0

1

1

1 { }
2

{ }

j
jli i j

Dj Dj j pj ij jk k j
k

j
i j

ij jk k j
k

C d

dl

ρ σ
=

=

″⎡
⎛ ⎞⎢ ′= − ⎜ ⎟⎢ ⎝ ⎠⎢⎣

″⎤⎛ ⎞ ⎥′⎜ ⎟ ⎥⎝ ⎠ ⎥⎦

∑∫

∑

f P U q r

P U q r .      (15)

여기서, 링크가 그림 3처럼 s개의 조각으로 나 어져 있다고 가

정하면, (15)식의 정 분은 (16)식과 같이 수치 분으로 근사화 

될 수 있다. 

( )
1 1

1

1 { }
2

{ }

js
i i j

Dj Dj j pj ij jk k j
x k

j
ji j

ij jk k j
k

C d

l
s

ρ σ
= =

=

″⎡
⎛ ⎞⎢ ′= − ⎜ ⎟⎢ ⎝ ⎠⎢⎣

″ ⎤⎛ ⎞ ⎥′⎜ ⎟ ⎥⎝ ⎠ ⎥⎦

∑ ∑

∑

f P U q r

P U q r         (16)

0
0
1

j

j
j

xl s−⎡ ⎤
⎢ ⎥
⎢ ⎥′ =
⎢ ⎥
⎢ ⎥
⎢ ⎥⎣ ⎦

r

,                   (17)

다음으로, j번째 링크의 항력에 의해서 i 좌표축에 작용하는 

항력 토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0

1 ( ) || ||
2

jl i i n i n
Dij Dj j pj j j jC d dlρ σ= ×∫n r v v

        (18)

여기서, 
i

jr 는 i 좌표계에서 j 좌표계로의 치벡터이다.  (16)식

과 같은 방법으로  (18)식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 된다(Fig. 3 참

조).

( )
1 1

1

1 { }
2

{ }

js
i i j

Dij Dj j pj j ij jk k j
x k

j
ji j

ij jk k j
k

C d

l
s

ρ 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r P U q r

P U q r      (19)

( ) 0
,

0
1

j

i i i i j i
j j j j j j

xl s−⎡ ⎤
⎢ ⎥″ ⎢ ⎥′ ′ ′= = =
⎢ ⎥
⎢ ⎥
⎢ ⎥⎣ ⎦

r r r A r A

        (20)

다  링크의 i번째 은 ( 1i − ) 좌표계의 1iz −  축과 일치하

므로, j번째 링크에 의해 i번째 에 작용하는 항력 토크는 

( 1)D i j−n 을 1iz − 축으로 투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1
( 1) ( 1)

1 1 1
( 1) ( 1)

1 1

1
( 1)

1

1 { }
2

{ }

i T
Dij i z D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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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j pj i z j i j jk 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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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j

i j jk k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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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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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 n

e r P U q r

P U q r , 

(21)
여기서,

( )1 1 1 10
, and

0
1

j

j i i j i i
j j j j j j

xl s

− − − −

−⎡ ⎤
⎢ ⎥ ″⎢ ⎥′ ′ ′ ′= = =
⎢ ⎥
⎢ ⎥
⎢ ⎥⎣ ⎦

r r A r r r

   (22)

마침내, 모든 링크에 의해 i번째 에 작용하는 항력토크 

Diτ 는 아래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1,2, ,
n

Di Dij
j i

i nτ τ
=

= =∑ ,              (23)

같은 방법으로 i번째 에 작용하는 유체양력도 구할 수 있다. 

(i+1)번 이 롤 인 경우에도 ijP 와 
j

j′r 만 바뀔 뿐 같은 형

태의 체계를 유지하며 유되될 수 있다. 지면 계상 생략한다.

3. 시뮬레이션 예제와 고찰

2장에서 유도된 유체 항력 모델을 확인하기 하여 스카라

형 3 링크 로 을 이용하여 수치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고찰한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로 은 Fig. 4에 나타낸 것

과 같은 좌표계와 DH 라미터를 가지는 3  링크로 이다. 로

의 링크는 단  길이를 가지는 지름 0.1m의 실린더로 가정하

다. 각 링크의 2차원 항계수는 1.1로, 링크당 원반조각의 갯

수는 20으로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Fig. 5는 3번  각도가 0도에서 360도 사이를 변화할 때 각 

의 각속도에 따라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의 유체 항

력 토크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5의 (a)는 3번 이 단  속

도를 가질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3번 의 각도에 계없이 

3번 에는 항상 일정한 항력 토크가 걸리게 된다. 그러나 

1번과 2번 에 걸리는 유체 항력 토크는 팔을 완 히 뻗어 

있는 0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항력 벡터와  축의 거

리가 가장 먼 1번 에 가장 큰 토크가 걸린다. 토크의 방향은 

3번 의 회 속도 방향과 반 인 유체 항력에 의한 토크이

므로 방향이 반 이며 음수로 나타난다. 90도와 270도에서는 3

번 링크에 걸리는 유체력벡터와 각  축과의 거리가 같아지

므로 모두 같은 크기의 유체력 토크가 작용한다. 유체력벡터와 



 축과의 거리가 0이되는 3번 의 각도(112도와 137도)에

서는 1, 2번 토크가 0이 된다. 180도에서는 유체력 토크가 

반  방향으로 최 값이 되지만 유체력벡터와 간의 거리가 

짧으므로 그 크기는 0도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2번 과 3번 이 각각 단 속도를 가질 때 각 의 유

체 항 토크는 Fig. 5의 (b)와 (c)에 각각 나타내었다. 3번 

이 0도 일 경우, 모든 에는 가장 큰 토크가 작용하게 되며, 

그 크기는 3번 이 속도를 가지는 (a)의 경우에 비해 증가하

다. 3번  각도가 각각 130도, 115도, 110도 일 때 3번 2번 

1번 에 걸리는 유체력의  크기가 각각 최소가 되며 이

때가 유체력 측면에서 3번 의 최 자자세로 볼 수 있다.  3

번 의 최 자세를 지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3번 에 

걸리는 토크는 부호가 반 가 되고, 1번  2번 에 걸리는 

토크의 크기는 다시 증가한다.

1번 이 단  각속도를 가질 때, 약 110도에서 3번 의 

토크의 방향이 반 로 되고, 102도와 108도에서 1번  2번 

의 토크의  크기가 각각 최소로 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일종의 유체력 최  자세라 할 수 있다. 1번 이 단  각속도

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2번 3번 링크의 선속도가 상 으

로 커짐에 따라 유체력 토크 역시 (a)와 (b)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2번  각도가 0도에서 360도 사이를 변화할 때 각 

의 각속도에 따라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의 유체 항

력 토크를 나타낸 결과이다. 3번 이 단  각속도를 가지는 

(a)에서는 2링크와 3번링크의 상  자세가 일정하므로 2번 

과 3번 에 걸리는 토크는 둘 다 일정하게 나타난다. 1번 

 토크는 0도에서 최  180도에서 최소가 된다. 이는 이 자세

에서 1번 과 3번 링크에 작용하는 유체력과의 거리가 각각 

최  최소가 되기 때문이다. 2번 이 단  각속도를 가지는 

(b)의 경우는 (a)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되지만, 링크의 선속도

가 커짐으로 인해  토크의  값이 (a)에 비해 크게 나타

난다. 3번 이 단  각속도를 가지는 (c)의 경우는 180도에서 

1번  3번 의 토크가 최소가 되고, 2번 에 걸리는 토크

는 127도에서 방향이 바 다. 

3  스카라 로 을 이용하여 수행한 유체력 토크 시뮬 이션 

결과에서 2장에서 모델링된 유체력 모델은 직 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  다  링크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이로부

터 유기되는 유체력 토크를 근사 으로 모델링하 다. 제안된 

모델은 닫힌 형태로 유도되어 L-E 운동방정식에 바로 용될 수 

있으며 각종 해석이나 설계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제안된 모델

을 검증하기 하여 직 으로 유체력을 추정할 수 있는 간단

한 3  스카라 로 에 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고찰하 다. 이는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다  로

의 걸음새 계획이나 유 동작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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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신호를 사용하는 수중 음원의 위치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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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sition Estimation of Underwater Acoustic Source 

Using CW Signal
   

Won-Chul Park*, Kyoung-Youb Kwon*, Koo-Rack Chung*, Young-Ki Hong** and Seung-Woo Byun**

*Technical Research Center, Daewon Mechatronics, Changw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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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Hydrophone 하이드로폰, Pinger 핑어, Position estimation 위치 추정, FFT 고속푸리에변환, Triangular Method 삼각기법

ABSTRACT: It is well known fact that acoustic positioning systems are absolutely needed for various underwater operations. According to the 
distances between their sensors they are classified into three parts: long baseline(LBL), short baseline(SBL), and ultra-short baseline(USBL). There 
are many techniques for underwater source localization. These are the methods based on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estimation, 

beamforming techniques and high resolution technique, etc. In this paper we calculate TOA(Time Of Arrival) using MFFT(Modified Fast 
Fourier Transform) analysis that is used estimation of TOA(Time Of Arrival) in the region of frequency under CW signal. We propose the 
method of distance using Max-Index algorithm in order to estimate the position of underwater source for CW signal.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analyzed under various water tank environment.

1. 서    론 

 

수중의 3차원 공간상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수중로봇의 움

직임을 관측하고자 할 때 현재 위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좌표를 

추정해야만 한다. 이는 수중로봇의 위치 파악뿐만 아니라 일반

적인 음원 위치 추정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

중로봇은 능동 및 수동형으로 동작하여 수중로봇에서 방사되는 

소음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거나 송신하는 핑(Ping)을 

이용하여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송신되는 핑은 대부분 Pulsed 

CW(Continuous Wave)나 FM(Frequency Modulation) 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호를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추정

하여야 한다(최영근, 2004).

수중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센서 어레이를 

사용하는 빔 형성 기법 또는 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과 

같은 고 분해능을 갖는 탐지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하므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계산량이 증

가하는 단점을 지닌다 (Nielsen 1991, Zhuliang 2002, 박준석 

2003). 본 논문에서는 위치가 고정된 측정 센서들의 시간지연차

를 구하여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수중로봇의 핑어제어기와 

책임저자 권경엽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02-1

055-286-2870  kwonky@gmail.com

고정된 수신 센서의 위치인식장치 제어기와 시간 동기를 맞추

고 핑어 제어기에 의해 송신 신호가 발생하면 수신 센서들은  

수신음향신호의 지연시간을 구한 후에 이를 거리로 환산함으로

써 수중로봇의 2차원 좌표를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CW 신호를 

사용하는 수중 음원의 위치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지연시간을 

추정하였고, 모의실험 및 실제 수조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2장에서는 제안된 음원 위치 추정방법에 대

해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핑어 제어기와 수중위치인식 제어기

의 하드웨어 제작을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수조 실험결과를 논

의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위치 추정 알고리듬

본 논문에서 적용된 음원 위치 추정 알고리듬은 그림 1과 같

은 개념으로 제안한다. 핑어에서 송신한 신호와 추적용 센서가 

수신한 신호의 전달시간을 FFT 검출 방식으로 계산하고 송신

신호의 특정 주파수대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최대값이 표현되

는 인덱스값을 추출하여 계산된 지연시간에 수중음속을 곱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송신기에서 

보낸 신호를 2개의 수신기에서 받아서 신호가 도달한 데 걸린 

각각의 시간을 통해서 거리가 계산되어진다. 그리고 2개의 수신

기를 통해 얻어진 거리를 이용하여 삼각측량기법에 의하여 최종

적으로 송신기의 위치를 계산한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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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the distance estimation 

송신부에서 수신부로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음향센서에서 신

호를 수신하여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시간 지연을 추정하였을 

때,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의 시간지연(TOA) ∆와 번째 수

신부에서 송신부까지의 거리 와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위 식(1)에서 는 핑어의 좌표를 의미하며,  는 

번째 수신부의 좌표값을 의미하고, c는 음파의 전달속도로서 수

중에서 음파전달 속도는 여러 요소에 의해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1500m/s이다.

Fig. 2 Geometrical structure between sensor and sound source 

 

그림 2의 도식도의 삼각측량기법의 2차원 좌표값을 도출하기 위

한 수식을 (2)식～(5)식에 나타내었다.


                          (2)


                           (3)

 


  



                      (4)

                         (5)

3. 위치추적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

3.1 시스템 구성도

송신부인 핑어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펄스 음압을 발생시키

는 기능을 가진 수중음향 트랜스듀서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4개의 이상의 하이드로폰과 같이 작동하여 위치를 예측한다. 수

신부인 하이드로폰은 음압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측정만하는 수

중음향 트랜스듀서로서 핑어에서 발생되는 음압신호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핑어와 하이드로폰 조합을 이용하여 도달시간

을 계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신기에서 받은 

신호가 언제 보낸 신호인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달시간

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동기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신기를 모두 유선으로 송신기를 작동하는 PC와 연결

하여 시간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위치 추정 알고리듬의 성능 검

증 및 실제 수조에서의 시험을 위하여 DSP 보드를 구현하였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핑어 제어기와 위치인시장치 제어

기 시스템의 블럭도를 나타내고 그림 4는 실제 구현된 장비들을 

블록선도로 표현하였다.

Fig. 3 Schematic view of the simplified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

Fig. 4 System block diagram for positioning system

3.2 시스템 구현

본 연구에서는 AT1SAM7SE51를 이용하여 송신부인 핑어용 

보드를 구현하였고, 2DSP(TMS320C6701)를 이용하여 수신부인  



위치인식장치 보드를 구현하였다. 그림 5와 그림 6에 구현된 

DSP 보드를 나타내었다. 

핑어용 DSP 보드는 핑 신호를 온/오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서 사용하며, 36kHz, 180Vpp의 고주파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수신부인 위치인식장치 보드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제어가 이

루어지며, 주기적인 CW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5 DSP board for pinger

 위치인식장치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4개의 수신 음향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입력된 데이터는 SDRAM에 저장되며, 

DSP에서는 저장된 각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연시간을 구한 후 

내장된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핑어의 위치를 추정한다.

Fig. 6 DSP board for underwater positioning system

또한, 본 연구에서는 DSP 보드를 이용하여 추정된 핑어의 위

치를 이더넷 통신으로 PC에 전송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핑

어의 위치추적뿐만 아니라 현재 시간까지의 이동궤적까지 파악

할 수 있는 GUI를 개발하였다.

4. 수조 성능 시험

본 연구에서 구현된 수중위치 추정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원대학교 해양공학 수조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출력

신호는 800us동안 사인파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수행주

기는 330ms이다. FFT 입력신호 분해능은 1주기 생성시 기준신

호 36kHz일 때 27us이며, 핑어 보드의 수행주기는 100us이다. 

1Mhz의 샘플링 율로 A/D 변환되고 위치추적 알고리즘을 통하

여 핑어의 2차원 위치를 추정하였으며, 랜통신 방식을 통하여 

노트북 컴퓨터의 GUI에 위치를 표시하였다. 그림 7에 성능검증

의 실험 환경을 나타내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에 사용한 송신음향센서는 

36kHz 고정 주파수, 파워 100W급의 센서이고, 수신음향센서는 전

방향 하이드로폰을 사용하였으며, 앰프는 자체 제작한 송신앰프와 

RESON사의 수신 앰프를 사용하였다. 또한 2개의 수신음향센서인 

하이드로폰을 수조 벽면과 평행하게 필요 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하

였으며, 핑어 센서를 이동시키면서 핑어의 2차원 위치 추정을 수행

하였다.

그림 8은 핑어에서 발생된 음향신호를 하이드로폰을 통하여 

DSP보드의 A/D 컨버터단을 거쳐서 수신된 최종 수중음향 파형을 

나타내며, 그림 9는 36kHz의 정현파를 수신한 후 위치인식장치 제

어기를 통해 연산된 FFT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Photo of Experiment

Fig. 8 Received signal through A/DC 

Fig. 9 FFT analysis for 36kHz

본 연구에서 구현한 위치 추정 시스템의 수조시험에서 20cm 오

차 범위 내에서 핑어 이동체의 위치를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과 11은 x축과 y축의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였으며, 그림 

12는 전체 궤적을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내었다.



Fig. 10 Experimental result for x-axis

Fig. 11 Experimental result for y-axis

Fig. 12 Trajectory resul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에서 CW 신호를 사용하는 음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FFT를 이용한 Max-index 알고리듬 방법을 연

구하였다.  1개의 음향신호 송신기와 2개의 수신기로 구성한 시

스템으로 수중음원의 위치 추정을 구현하였으며, 수중환경에서 

이동체의 2차원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DSP 보드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위치 추정 보드를 이용하여 수조에서 성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검증 결과 이동체의 2차원 위치를 

잘 추정함을 확인하였다.

추후에는 가변송신신호 적용, 위치보정을 위한 칼만필터 적용 

및 심도계를 이용한 3차원 위치 추정을 적용할 것이며, 향후 연

구에서는 거리계측 알고리즘 및 필터의 개선을 통하여 최종적으

로 실해역에서 시스템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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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calization of the pinger to track underwater object is based on the direction-finding beamforming and synchronized time 
delay.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of using Matched Field Processing (MFP) is investigated as a candidate for localization/tracking algorithm.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numerical experiments are used in the shallow and deep water with realistic ocean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can be improved when MFP is used for the localization in the long range shallow water, but with 
significantly increased complexity of hardware. Also it is shown that the correction of arrival angle based on eigenray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localization error caused by refraction due to the sound speed profile.

1. 서    론 

수 에서 치 추정을 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일반 으로 

센서의 분포 거리에 따라 LBL(Long Base Line), SBL(Short Base 

Line), USBL(Ultra Short Base Line) 등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들 에서 USBL은 음속의 분포에 따른 음선의 휘어짐을 고려하

지 않아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범 하게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환경을 고려한 정합장처리 기법(Matched 

Field Processing, MFP)의 용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한 

USBL의 성능 개선을 한 방안으로 고유음선(eigenray)을 이용

하여 음 의 굴 을 보정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

하 다. 이를 해 천해와 심해의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MFP와 

USBL의 치추정오차를 비교하는 모의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천해의 경우의 오차범 는 MFP가 USBL보다 상

으로 정확함을 확인하 고 심해의 경우는 USBL과 MFP가 유사

한 오차범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으

로는 해양환경을 고려한 고유음선의 도달시간(arrival time)과  

해당하는 고유음선의 도달 각도(arrival angle)를 이용하여 오차

보정을 수행한다면 USBL의 경우에도 치추정의 정확도를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박상윤. 부산 역시 도구 동삼2동 한국해양 학교

051-403-4978 blackmanser@naver.com

2. 이론  알고리즘 

2.1 Ultra short baseline 

 

Fig 1.  Range estimation

    

Fig 2. Direction finding

Ultra short baseline에 의한 거리추정기법은 Fig 1.에 보인바

와 같다.(김시문 외 2004.) 표 에 장착되어 있는 송신센서에서 

의 신호가 발생되며 송신 센서로부터 각각 과 만큼 떨

어져 있는 두 개의 USBL 수신센서에서의 음향신호 과

는 식 (1)과 식 (2)와 같이 표 된다.

           (1)

           (2)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이때 과 의 상호상 함수 는

 


        (3)

와 같이 의 자기상 함수 로서 표 할 수 있다

Ultra short baseline에 의한 방 추정 개념은 Fig 2.와 같이 

제안된다. 표 으로부터 신호가 각 센서에 수신되면서 센서간 

간격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지연(time delay) 는 두 센서간의 

상지연(phase delay)에 의해 방  를 추정한다.

센서의 간격이 인 경우 시간지연에 의한 방 추정은 식 (4)

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는 두 센서에 도달하는 표 신호의 

시간지연이다.

                                             (4)

상지연에 의한 방 추정은 식 (5)에 의해 주 수 역에서 

계산된다. 여기서 는 두 센서에 도달하는 표 신호의 상지

연이다.

                                        (5)

    

2.2 Matched field processing

정합장처리는 음장의 복잡한 간섭 패턴이 음원의 치와 지음

향 매개변수들의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를 배열에서 측정

된 음장과 정합시킴으로써 음장의 매개변수 역산을 가능하게 한

다.(신기철, 2003) 따라서 정합장처리에 의해 빔형성된 음장의 

고유한 공간 구조는 배열의 기하학  구조와 해양환경의 복잡성

에 종속되는 음원의 복잡성에 종속되는 음원의 거리, 깊이와 방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Fig 3.은 정합장처리의 수행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각 음원

의 치 에 하여, 개의 배열 소자들 치에서 복제음장의 

벡터 은 동방정식의 음향 모델에 의해서 계산된다. 

복제벡터는 식 (6)과 같은 가 벡터 의 형태로 단  길이

를 갖도록 정규화된다.

                                      (6)

정합장처리는 음원으로부터 방사된 신호를 배열에서 수신한 

신호벡터 와 가 벡터를 상 시킴으로써 음원의 우

치를 추정하게 된다. 선형처리기법으로 알려진 ‘Bartlett’ 정합처

리기는 배열에서의 신호벡터와 음향 모델로부터 측된 복

제벡터를 직  상 시킴으로써 식 (7)과 같이 빔형성기의 출력

을 계산한다.


  †                                 (7)

배열의 신호벡터에 한 공분산행렬    
 

† 을 

이용하여 식 (7)을 행렬의 이차형식으로 표 하면 식 (8)과 같다.

 
 †                              (8)

Fig 3. Matched field processing. (a) Schematic of the 

procedure, (b) block diagram of the processing

 

3. 천해와 심해의 시뮬 이션

최근에 들어 자원탐사 혹은 해양 랜트 설치를 해 심해의 

환경이나 치추정이 필수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

명한 두 가지의 기법을 통해 수심 100의 천해와 수심 3000

의 심해로 구분하여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3.1 천해

천해의 환경은 수심 100 , 심주 수 400 , 800 , 표

치는 수심 60 , 표 과 수신센서와의 거리는 1200로 가정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해수면과 해 면은 Fig 6.과 Fig 

11.과 같이 평평한 면으로 가정하 으며 Fig 4.는 수심 100일 

때의 수심별 음속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Sound speed of depth 100

음속 분포에 따른 음선을 고려하여 표 에서 송신된 신호가 

수신 센서에 도달하는 시간과 진폭을 Fig 5.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Fig 5. Arrival amplitude and Arrival time

Delay

[sec]

Amp.

(×)
NumTopBnc NumBotBnc

SrcAngle

[  ° ]

0.7817 5.5738 0 0 -2.1726

0.7846 9.5940 0 1 2.8744

0.7848 6.2393 1 0 -6.3748

0.7924 6.8867 1 1 -9.5100

0.7924 6.8867 1 1 9.6816

Table 1. Arrival amplitude and Arrival time

해수면과 해 면을 평평한 면으로 가정을 한 결과 해수면과 

해 면을 부딪히지 않고 들어오는 신호가 가장 먼  도달하 으

며 그 신호를 고유음선을 Fig 6.의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6. Bellhop eigenray, depth 100m

Fig 6.에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표 으로부터 신호가 수

신 센서에 들어 올 때의 입사각을 고유음선의 선으로 표 해

 것이다. USBL은 Fig 6.의 결과로 보면 실제 표 의 치는 

수심 60 , 거리 1200이지만, 선을 통해 표 의 치를 추

정하여 수심 약 15 , 거리 1200에 있다고 단하게 되고 센

서가 표 의 치를 추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는 약 45정도

이다.

MFP는 USBL과 동일한 환경에서 심주 수를 400와 800

인 경우를 시뮬 이션 하 고 그 결과는 Fig 7.과 Fig 8.과 

같다.

Fig 7. Bartlett linear scale 

400Hz, depth 100

 Fig 8. Bartlett linear scale 

800Hz, depth 100

400일 경우는 Fig 7.과 같이 약 4의 오차를 보 고 800

일 경우는 Fig 8.과 같이 약 2의 오차가 발생하 으며 

USBL과 MFP의 결과를 비교하면 MFP의 결과가 상 으로 정

확함을 확인하 다. 한, 주 수 결과는 400보다 800의 

경우가 상 으로 오차가 작음을 확인하 다.

3.2 심해

심해의 환경은 수심 3000 , 심주 수 400 , 800 , 표  

치는 수심 1800 , 표 과 수신센서와의 거리는 2500로 가

정하여 시뮬 이션을 하 다. 해수면과 해 면은 천해와 같은 

조건으로 가정하 으며 Fig 9.는 수심 3000일 때의 수심별 음

속의 분포(munk sound speed profile)를 나타낸 것이다. 

Fig 9. Munk sound speed profile

음속의 분포에 따른 음선을 고려하여 표 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가 수신센서에 도달하는 시간을 Fig 10.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Fig 10. Arrival amplitude and Arrival time



Delay

[sec]

Amp.

(×)
NumTopBnc NumBotBnc

SrcAngle

[  ° ]

1.8750 2.5895 0 0 26.7650

2.2441 2.0945 1 0 -42.5908

2.9622 0.5916 0 1 55.8709

3.5213 0.4884 1 1 -61.9057

5.1149 0.3341 1 1 71.0914

Table 2. Arrival amplitude and Arrival time  

천해와 동일하게 해수면과 해 면에 반사되지 않고 도달하는 

신호가 가장 먼  수신되며, 그 신호를 고유음선으로 Fig 11.과 

같이 도식화하 다.

Fig 11. Bellhop eigenray, 

depth 3000  

  Fig 12. Bellhop eigenray, 

depth 3000  

Fig 11.과 Fig 12.에서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표 으로부터 

신호가 수신 센서에 들어 올 때의 입사각을 고유음선의 선으

로 표 해  것이다. Fig 12.는 Fig 11.의 표 부근을 확 한 그

림이다. Fig 12.의 결과와 같이 USBL의 실제 표 의 치는 수

심 1800 , 거리 2500이지만, 선을 통해 표 의 치를 추

정하여 수심 약 1750 , 거리 2500에 있다고 단하게 되고 

센서가 표 의 치를 추정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는 약 50정

도이다.

Fig 13. Bartlett linear scale 

        400 , depth 3000

 Fig 14. Bartlett linear scale

        800 , depth 3000

MFP는 USBL과 동일한 환경에서 심주 수를 400와 800

의 경우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그 결과 400일 경우

는 40 , 800일 경우에는 20의 오차를 보 다. 심해의 경

우에는 USBL과 MFP의 경우와 오차범 가 유사함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USBL과 MFP의 천해와 심해에서의 치 추정 

성능을 시뮬 이션 하 고,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다음의 결

론을 확인하 다.

(1) 천해에서의 치추정성능은 MFP가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

(2) 단, MFP의 경우 선배열 센서의 개수가 증가하여 

hardware가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

(3) 심해의 경우에는 두 결과 모두 비슷한 오차를 보 다.

(4) 심해에서의 치추정은 해양환경을 고려한 고유음선의 오

차와 도달 진폭(Arrival amplitude), 도달 시간(Arrival time)을 

이용하여 오차 보정을 통해 치추정을 한다면 USBL의 경우에

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후      기

본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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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연안역의 기온과 수온의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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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s of air and water temperature in the southeastern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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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outheastern coastal waters of East Sea, the variations of air/water temperature in the coastal oceanographic 
station data as well as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 data observed by NFRDI and wind direction with speed  data of Auto Weather 
System of KMA were examined. The variation of air and water temperature shown the similar pattern. Air and water temperature 
dropped during cold water event, and wind direction changed from northerly wind to southerly wind at that time.  

1. 서    론 

수온은 해양환경에 있어서 해양생물들의 성장 및 번식, 분포

에 매우 중요하며 해양-대기간의 열교환 작용 및 인간생활과 매

우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동해의 해수순환을 살펴보면 쿠로시오로해류로부터 분지된 

대마난류가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어 한국 동해안을 

따르는 동한난류와 일본연안을 따르는 일본연안류를 형성하며, 

동해 북부해역의 냉수역에서 표층냉각으로 형성된 한류(리만한

류, 북한한류)가 남하하여 동한난류와 접하면서 극전선을 형성

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용군, 1987). 대한해협

은 쿠로시오해류로부터 분지된 대마난류가 동해로 유입되는 

입구이고 대마난류의 수송량은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 동해 연

안에서는 동한난류 또는 계절적 영향에 의해서 표층에서는 고

온수가 북한한류에 의해서 저층에서는 저온수가 분포하고 있

다. 동해남부 연안역에서는 거의 매년 6~8월에는 주변해역보다 

낮은 냉수대가 발생한다. 냉수대는 3~5℃의 급격한 수온 변화

를 발생시켜 주변 양식장에 대량폐사를 일으키기도하며 냉수

대에서 형성되는 해무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Hahn et al., 1995). 또한 강원 및 울진 연안의 20~30m 수

심에서는 수온이 불과 1~2시간만에 10℃이상 상승 및 하강하

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북풍 또는 남풍계열의 바람이 지

속적으로 강하게 불어 에크만 수송에 의하여 표층수의 침강 

혹은 저층수의 용승에 기인한다(이용화 등, 2008). 여기에 지구

의 연평균 기온은 수십년동안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현상은 강수량과 증발량 같은 기

상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양은 기상과 밀접한 상

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해양생태계에 중요한 물리

적 환경인자인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윤이용 

등, 2006).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육지환경은 물론 해양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기온상승으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로써 우리나라 제

주도 해역에서 적도부근의 아열대성 생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해양생태

계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남부 연안

역의 수온과 기온의 변동 특성을 살펴보며, 급격한 수온변화 

발생시 주변의 바람과 수온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해남부 연

안역의 수온과 기온 그리고 바람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국립수산과학원 동해 및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연안정지관측점

에서 매일 오전 10시에 관측하고 있는 수온자료중 최근 10년

(2001~2010)까지의 동해남부역(기장, 울기, 감포) 및 남해동부(부

산)의 수온 및 기온 관측자료와 연 6회(주로 짝수의 달) 시험조

사선과 현장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 조사를 하는 정선해양관측자료 중 207번과 208번, 209

번의 수온 관측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여기에 조사해역 주변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KMA stations(▲), Coastal oceanographic data stations(■),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 stations(●)

Fig. 2 Long-term trends of air temperature in each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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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ampo and 209 line

Fig. 3 Long-term trends of water temperature by Coastal

      oceanographic data stations and Serial oceanographic

      observation stations

의 기상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기상대와 기장, 울기, 감포 

AWS의 기온 및 바람자료를 분석하였다. 위 자료 중 결측자료를 

제외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안정지관측의 수온 및 

기온자료, 정선해양관측의 수온자료, 기상청의 기온 및 바람자

료를 비교/분석하여 동해남부 연안역에서의 수온, 기온, 바람의 

상관성 및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점은 Fig.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역별 기온의 장기변동 

  최근 10년간(2001~2010)의 우리나라 동해남부 연안의 기온 

장기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부산기상대 및 

기장, 울기, 감포 AWS의 기온 최대값은 24~27℃, 평균값은 

12~15℃, 최소값은 -3~2℃로 대부분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수온상승률 또한 0.0003~0.0005℃/year로 나타

났다.

  3.2 해역별 수온의 장기변동 

  최근 10년간(2001~2010)의 우리나라 동해남부 연안의 수온 

장기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Fig. 3, 4에 나타내었다. Fig. 3은 연

안정지관측정점(부산, 기장, 울기, 감포)과 인접한 정선해양관

측정점 부산은 207의 3정점, 울기는 208의 4정점, 감포는 209

의 6정점의 표층 수온의 장기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

로 계절적 주기성을 가지고 모든 정점에서 10~25℃ 이내의 수

온분포값을 나타내었다.

  207의 수온변동을 살펴보면 연안정지관측 수온보다는 정선

해양관측 수온이 최소값에서는 약 1~2℃, 최대값에서는 약 3~

4℃ 더 높은 분포값을 나타내었다. 208의 수온변동에서는 연안

정지관측 수온보다는 정선해양관측 수온이 최소값에서는 약 

1~2℃, 최대값에서는 약 2~3℃ 더 높은 수온분포값을 나타내었

다. 209의 수온변동에서는 연안정지관측 수온보다는 정선해양

관측 수온이 최소값에서는 약 0~1℃, 최대값에서는 약 0~2℃ 

더 높은 분포값을 나타내었다. 연안정지관측 수온자료와 정선

해양관측 수온자료의 비교에서는 정점이 위로 올라갈수록 두 



Fig. 4 Long-term trends of water temperature in each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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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ng-term trends of water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in each stations 

Fig. 6 Scatter plot between water & air temperature in 

       stations

자료의 수온분포값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207번 

은 낙동강하구와 인접한 곳으로 낙동강 유출수는 해수와의 밀

도차로 인하여 표층에 존재하면서 해류를 따라서 부산쪽으로 

유입되며, 담수와 해수의 밀도차로 인한 표층과 저층의 수직적 

혼합이 어렵다. 이는 낙동강의 담수유입이 수온의 변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연안정지관측의 4정점의 

최근 10년간의 연간 수온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부산 0.005℃

/year, 기장 0.001℃/year, 울기 0.004℃/year, 감포 0.003℃/year

으로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동해위쪽으로 올라갈

수록 수온상승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담수유입의 영향 및 지리

학적 조건 등으로 판단되며 기장의 경우는 동해남부에서 가장 

냉수대의 출현이 잦은 지역으로 이로인해 연간수온상승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해역별 기온과 수온의 장기변동

  연안정지관측의 수온자료와 부산기상대 및 기장, 울기, 감포

AWS의 기온자료의 최근 10년간 변동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Table 1,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수온의 최대값

은 24.3~24.9℃와 기온의 최대값은 24.1~27.3℃로 0.2~2.4℃이내

의 차이를 보인 반면 최소값에서는 수온이 9.9~11.1℃, 기온은 

-2.6~1.7℃로 9.4~13.5℃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해역에서의 

수온과 기온의 장기변동을 살펴보면 계절적 주기성을 가지고 

수온과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값에서는 큰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는 반면에 최소값에서는 Table 1

에서 나타난 것처럼 13℃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5).

℃　 Busan Gijang Ulgi Gampo

WT AT WT AT WT AT WT AT

Max 24.3 25.7 24.8 27.3 24.7 24.1 24.9 27.2 

Avg 16.5 11.7 16.5 14.2 16.5 11.7 16.5  14.8 

Min 9.9 -2.6 11.1 1.0 11.0 -1.9 10.7 1.7 

Table 1 Water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in each

        stations from 2001 to 2010

  이는 해양-대기간의 열교환으로 인하여 열평행상태가 되므

로 높은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타내

지만 계절적 영향 및 기타 영향으로 인하여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해양에서의 열 수용능력으로 대기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저온도의 차이는 관

측 해발고도가 부산 69m, 기장 12m, 울기 38m, 감포 25m로 

관측 높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6은 각 해역들의 수온과 기온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으

로 1차 선형 회귀식에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온과 기

온의 상관계수의 제곱에 해당하는 결정계수는 부산 0.7430, 기

장 0.6496, 울기 0.6276, 감포 0.67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

적으로 동일한 변동 양상과 계절적인 동계의 수온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온과 기온의 변동특성을 보더라도 상관관

계는 밀접하다고 사료된다. 

3.4 냉수대 발생시기의 수온과 바람의 변동

  연안정지관측자료 중 최근의 냉수대 발생기간 중 일수가 많

고 자료가 충분한 2008년의 6월에서부터 8월까지의 수온과 바

람 그리고 기상청의 바람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Fig. 7과  

8에 나타내었다. 냉수대 발생은 7월에서부터 8월초까지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수온변화를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의 바람 특성을 Fig. 8에 나타내었으며, 6월과 8월 즉 냉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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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 temperature in each stations from June 1 to

      Augus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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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indrose in each stations by KMA from June 1 to

       August 31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었던 시기에는 북풍계열의 풍향이 나타

났으며, 냉수대 시기인 7월에는 주로 남풍계열의 풍향이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상청의 바람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연안정지관측의 바람자료는 풍향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풍

향 역시 기상청의 풍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냉수

대 시기에는 수온이 급격히 3~5℃정도 낮아지면서 이때의 풍

향은 남풍계열의 풍향이 불고, 풍속은 2m/s 이상으로 불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1~2010년까지 자료의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냉수대 발생시 수온의 급격한 하락과 함

께 풍향의 변동을 보이면서 수온과 냉수대 그리고 바람의 상

관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기온변동도 수온변동과 유

사하게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해남부 연안역의 수온과 기온 그리고 냉

수대 발생시기의 바람 변동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안

정지관측과 정선해양관측의 수온 비교결과 약 3℃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매우 유사한 수온변동을 보였으며,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연간 수온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온과 기온의 변동양상은 

비슷하나 계절적 특성에 의한 온도가 하강 시 수온과 기온의 편

차가 약 13℃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해양의 특징인 열 

수용능력에 의한 것으로 그 변동양상은 매우 유사하며 상관계수

도 0.6이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상해역의 온도분포

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수온과 기온은 유사한 변동 양

상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해남부해역 냉수대 발생시

기의 변동과 함께 바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냉수대 발생기간 

수온은 주위보다 3~5℃정도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며 기온도 수온

의 변동과 유사하게 변동하였다. 이때의 풍속은 2m/s 이상으로 

풍향은 남풍계열이 주를 이루며 냉수대 기간이 적거나 아닌 시기

의 북풍계열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온과 기온의 변동특성과 그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냉

수대 발생 시의 바람과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기온과 

수온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상 및 해상의 변화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며 효율적인 특징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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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계측 정보를 이용한 파랑 예측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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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Gaussian wave packet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Regularization 정규화, Tikhonov Approximation Tikhonov 근사, Wave 
number of spectrum 파수 스펙트럼 

ABSTRACT: It is important to the ocean related field what is called wave measurement. Usual wave information is obtained on the 
fixed point. Fixed point can be space or time. Based on the linear wave theorem measured wave information can be expressed Fredholm 
Integral equation of first kinds by Fourier transform. We adopted discretized integral equation to get spectrum of wave number. But this 

system usually is ill-posed system. To overcome this we introduced Tikhonov regularization scheme. And we compared the target wave 
number spectrum and spectrum on fixed point using Tikhonov approximation. Fixed point data is obtained analytically and by 
experiments.

1. 서    론 

정도 높은 파 계측은 해양관련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

다. 현재 일반적인 파 계측은 파고계를 이용한 한 점 계측을 통

해 얻어진 파의 시계열에 대한 계측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한 

점 계측을 통해 계측된 데이터를 역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파

랑 스펙트럼을 구하고, 구해진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다른 임의

의 지점에서의 파 정보를 예측하게 된다. 또한, 선형파 이론을 

가정하게 된다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파수에 대한 적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적분 방정식을 제 1종 Fredholm 적분 

방정식이라 한다. 하지만 이산화된 적분방정식의 계수행렬은 대

부분 불량조건이 된다. 이에 Tikhonov는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

여 불량조건의 행렬을 처리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Fridman, 

1965; Isakov, 1998, Kammerer and Nashed, 1972; Tikhonov, 

1963).

본 연구에서는 파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

(Gaussian wave packet)을 도입하였다. 이를 해석적인 해와의 

비교를 통해 정규화 방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2차원 

Wave Flume을 이용하여 2차원 실험을 통해 임의의 점에서 파 

변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데이터를 Tikhonov 정규화 방법을 

적용하여 스펙트럼으로 구현하였다. 목표 스펙트럼인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과, Tikhonov 정규화 방법을 통해 얻어진 해석 해 

및 실험을 통해 구현된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였다.

2. Wave Propagation Model 

이상유체, 비회전성 유체 그리고 선형 파 이론을 가정하였을 

때, 파변위는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파고, 는 파진동수 그리고 는 파수를 나타낸다. 

선형파를 이론을 가정하여 파 변위는 적분 형식으로 중첩되어 

나타낼 수 있다.

 
∞

∞


          (2)

만약 파 스펙트럼을 미리 알 경우에는 공간, 시간상의 임의의 

점에 대한 파고를 식 (2)를 통하여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파 

스펙트럼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에도 식 (2)를 해석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파의 분산성관계가 

식(3)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3)

여기서 는 물 깊이를 나타낸다.

파 스펙트럼에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도입하여 식 (2)의 해

석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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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로 표현되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은   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므로 테일러 전개를 식 (5)와 같이   에서 적용 

하였다.

     









⋯         (5)

위의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6)

여기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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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위의 식 (6)의 앞 세 항만을 선택하여 근사 시키면 식 (2)는 식 

(10)과 같이 명시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Clauss and 

Bergm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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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ce-time Plot of Gaussian Waves

Table 1 Calculation and Experiments Condition

Test Condition Value

Wave amplitude () 0.02 m

Water depth ( ) 0.6 m

Wave frequency () 1.2 Hz

Standard deviation ( ) 1.5 rad/m

3. Ill-Conditioned system of wave propagation model

파의 형상을 시간, 공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 정

보가 정확해야한다. 식 (2)의 형태는 고정 시간에서 푸리에 변환

의 형태를 가진다. 만약 좌변의 값을 알 수 있다면, 의 값은 

역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에 대안적으로 를 구하기 위해 식 (2)를 이산화 하였다. 

는 이산화된 식 (2)를 선형 대수학의 이점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산화된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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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dition Number Variation

여기서  , 는 파 스펙트럼과 파변위의 열벡터를 나타낸다. 

는 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렬이다. 식 (11)을 풀기 



전에 행렬 의 조건수를 행렬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산해 보았

다. 이 때, 사용한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Regularization of wave propagation model

식 (11)의 최소자승법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쓰여 질 수 있다.

          (12)

여기서 는 행렬 의 전치 행렬을 나타낸다. 대개 는 

역행렬을 가지므로 식 (12)은 역행렬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

다. 그러나 불량조건의 문제에서 식 (12)은 대개의 경우 불안하

다. 의 작은 변화가 에 큰 오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불

안한 거동을 줄이기 위해 특이값 분해 방법을 행렬 에 적용하

였다. 행렬 가 ×의 차원을 가지고 의 랭크를 가지며 랭

크 이  또는 보다 작다고 했을 때, 특이값 분해는 다음과 

같다 (Strang, 1980).

         (13)

여기서   그리고 는 직교 행렬이며 열 성분은 와 

의 정규직교 고유벡터이다. 는   행렬의 고유값 제

곱근을 나타낸다. 대각 행렬 는 개의 0이 아닌 성분을 가진

다. 이때 식 (13)의 의사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roetsch, 1993; Vogel, 2002).

          (14)

여기서

















    

 


   

     

   


 

     
     

       (15)

행렬 의 대각 성분은 작은 고유값 에 의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대각 성분은 문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불안정성을 극

복하기 위해 정규화 매개변수 를 도입한다. 각각의 대각성분

들을 가 도입된 항으로 변환한다.






       (16)

식 (16)은 행렬이 특이 거동을 보이는 것을 막아주게 되며, 매

개변수 를 도입한 것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행렬

식으로 나타낸다.

           (17)

여기서 는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식 (17)에 나타난 정규화된 

시스템과 해를 Tikhonov근사라고 한다. 

5. Experiments 

부산대학교에 설치된  ×  ×  ××  규모

의 2D Wave Flume을 사용하여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구현

하였다. Wave Flume의 조파기는 피스톤 타입이며, 제원은 

Table 2와 같다. 구현된 파는 Table 1에서와 같은 조건을 가진

다. 생성된 파는 조파기로부터 21.2m 떨어진 지점에서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파고계의 제원을 

Table 3과 같다.

Fig. 4 Wave Flume for Experiments (Pusan Nat'l Univ.)

Table 2 Specifications of Wave Maker

Item Value

Type Piston Type

Maximum stroke 8 cm

Maximum operating frequency 2.5 Hz

Fig. 5 Wave Gauge (KENEK, TK6-50)

Table 3 Specifications of Wave Gauge

Item Value

Maximum wave height measurement 50 cm

Linearity error ±0.3 % F.S

Response 10 Hz

Stability ±0.02 %/°C F.S

Mutual intervention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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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ularized Solutions for Various Wave Number Segments

6. Results

해석적으로 분포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으로부터 구한 파수 

스펙트럼과 실험으로부터 구한 파수 스펙트럼 및 목표 스펙트럼

을 Fig. 6에 함께 도시하였다. 이 때 이산화된 의 개수를 조절

하며 의 개수가 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인하였다. 그

림에서 보이는 봐와 같이 의 개수가 30개를 넘어가게 되면 목

표 스펙트럼과 Tikhonov 방법을 적용한 스펙트럼이 잘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동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테일러 전개의 오차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을 통해 구현한 파의 스펙트럼의 경우

에도 해석적 방법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7. Concluding remarks

본 연구에서는 한 점에서의 파 변위의 계측 및 이에 해당하는 

파 스펙트럼을 Tikhonov 정규화 방법 및 실험을 통하여 구현하

였다. 목표 스펙트럼과, Tikhonov 정규화 방법을 통해 얻어진 

해석 해 및 실험을 통해 구현된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여 

Tikhonov 정규화 방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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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음탐기를 이용한 불량시계 해저 맵핑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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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mage mosaic 이미지 모자이크, Seabed 해저면, Single Beam Scanning Sonar 단일빔주사음탐기, Low visibility 
environment 불량시계환경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xperimental results of seabed mapping using single beam scanning 

sonar. We have established the image mosaicking process on the multiple sonar images. Sonar image 
acquisition using MS-1000 was conducted on 20th Jan 2011 at four different target positions of the pier area 

of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of KORDI. Besides, the images were taken at two different range distances as 

25m and 50m. This mosaicking process is plan to apply to multi-legged seabed walking robot with clear 
identification capability of objects in highly turbid environment. The result of mosaic task was superimposed 

on the local map provided by Google Earth.

1. 서    론 

 

수중로봇의 개발로 인류가 가까이할 수 없었던 극지해양, 심

해의 해저, 천해의 강조류와 불량시계를 극복하며 탐사와 작업

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중로봇의 기본 기능으로는 관찰과 

식별을 수행하는 것이다. 관찰과 식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광학장비를 이용한 탐사와 초음파장비를 이용한 탐사가 있

다. 광학장비를 이용한 탐사는 조명시스템과 카메라시스템을 이

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심해와 같은 수중환경이 맑은 

곳에서는 고화질의 영상을 취득하여 어떠한 대상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강한조류가 형성되는 서해와 같은 곳에

서는 모래와 부유물이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여 불과 수 십 센

티미터 앞의 물체 식별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초음파

장비는 광학장비에 비해 고가이고, 대상의 색상을 구별할 수 없

는 단점이 있지만, 광학장비로 관찰 할 수 없는 불량한 시계 환

경을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광역의 해저

면을 맵핑하여 목적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2010년 7월 다관절 복합이동형 해저로

봇 개발(전봉환 등, 2010)에 착수하였다. 기존의 한국해양연구원

에서 개발한 AUV(전봉환 등, 2007)와 ROV(Lee, P.M 등, 2008) 

교신저자 백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35-1

042-866-3822  hbaek@moeri.re.kr  

형태로는 서해와 같은 강조류 환경에서 원하는 자세와 방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다관절 복합이동형 해저로봇

(Crabster)은 해저면에서 기어 다니는 개(Crab)의 형태로 강조류 

환경에서도 정밀한 위치와 방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악시계 환경에서 해저면을 정밀하게 맵핑할 수 있

는 MS-1000 초음파 스캐닝 소나의 단독실험에 관한 내용으로,  

수중로봇의 해저면 정밀 맵핑 수행시의 탐사 간격, 스캐닝 이미

지의 유효성 검토를 위한 실험이다. 실험은 2011년 1월 20일 남

해연구소 부두에서 30미터 간격으로 4가지 위치에서 각각 25미

터와 50미터 주사역(Range)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이용하

여 해저면 이미지 모자이크를 수행하였으며, 수중로봇이 정밀 

맵핑을 수행하기 위한 탐사거리와 주사역을 결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MS-1000 소나와 실험해역에 대하여 설명

하고 3장에서는 이미지 모자이크처리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

막 4장 결론에서는 모자이크처리의 결과를 고찰하고 다관절 복

합이동형 해저로봇으로 정밀 이미지 맵핑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실험 준비 

2.1 MS-1000 소나의 사양

본 실험에 사용한 초음파 스캐닝 소나는 콩스버그사의 

MS-1000 모델이다. Table 1에서는 모델의 주요 사양을 나타낸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Model MS-1000

Operating
Frequency

675kHz

Beam Width 1.4°x22°Fan

Range 0.5~100m

Range Resolution ≥2.5Cm

Range Sampling
≥2.0Cm(1500m/s 
Speed of Sound)

Scan Angle 360° Continuous

Scan Speed
8 sec/360°@10m

34 sec/360°@100m

Dimensions
Length 310mm

Diameter 139mm

Weight
In Air 6.4kg

In Water 3.3kg

Operating Depth 6,000m

Sensor Interface RS232

Table 1 Specifications of MS-1000

다. 675kHz 주파수로 운영(Operation)하며, 소나의 주사역은 최

대 100m까지 스캐닝 할 수 있다. 

2.2 MS-1000 소나의 인터페이스와 스캐닝 계획 

일반적으로 ROV에서 운용하는 MS-1000 소나의 시스템 구성

을 Fig. 1에서 나타내었다. USBL센서에서는 센서의 수중 위치정

보를 입력하고, 고도계(Altimeter)센서에서는 센서의 고도 값을, 

그리고 자이로(Gyro)센서에서는 선수각(Heading)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소나와 PC는 RS422 통신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MS-1000 소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나 주사역과 소나 스캐

닝 지점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스캐닝 소

나를 이용한 탐사 시간과 탐사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

이다. 첫 번째, 소나 주사역 선택은 360° 스캔에 걸리는 시간

(Scan speed)과 스캔 이미지의 화질을 결정한다. 초음파 스캐닝

Fig. 1 Interface of MS-1000 for ROV

Fig. 2 Overlapping coverage options

센서는 센서에서 보낸 신호의 반사파를 획득하여 이미지로 변환

하는데, 주사역을 멀리할수록 반사율이 낮아져 소나 이미지 가

장자리의 데이터 유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

자인 스캐닝 지점간의 거리를 좁혀 스캐닝 이미지의 중첩이 많

아지도록 탐사하여 가장자리 데이터의 유효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소나 주사역과 소나 지점간의 거리를 Fig. 

2과 같이 이미지 중첩(Scale range overlap)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다음의 식 1은 탐사지점간의 거리(Distance)에 주사역

(Range)을 나누어 이미지 중첩을 계산한 식이다 (Kongsberg 

Mesotech Ltd, 2010).




                (1)

이번 실험에서는 90미터 길이의 부두를 스캐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캐닝 지점 거리를 약 30미터를 두었다. 위의 식 1을 이

용하여 실험의 중첩(Range overlap) 값을 구하면, 주사역 25m일 

때 1.2, 50m일 때 0.6으로 나타났다.

2.3 실험 위치

Table 2에서는 MS-1000 소나의 이미지 취득 GPS 좌표를 나타

내고 있다. 초음파 스캐닝 소나를 단독으로 실험하기 위해 길이 

82센티미터 높이의 원기둥형 스텐리스 스틸을 이용하여 센서를 

고정하였고, 로프를 이용하여 해저면에 설치하고 회수하였다.

번호 North East

7 34°59’35.26”N 128°40’31.14”E

8 34°59’34.29”N 128°40’31.00”E

9 34°59’33.27”N 128°40’30.72”E

10 34°59’32.28”N 128°40’30.71”E

Table 2 GPS positions of the target 

90m

7

8

9

10

Fig. 3 Scanning target points



일반적으로 센서의 설치고도가 높으면 대상의 그림자가 작아

져서 목표물(Target)의 식별이 어려워지는 것과 센서 주변의 데

이터가 없는 음영 지역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고도가 

너무 낮으면, 소나 주사역의 가장자리의 반사 신호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자리 데이터의 유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준비된 센

서를 Fig. 3의 7, 8, 9, 10번의 위치에서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3. 이미지 모자이크

3.1 25m Range 소나 이미지 모자이크

소나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포토샵

(Photoshop) CS2 버젼이다. Table 2의 7, 8, 9, 10번 위치에서 주

사역 25미터와 50미터로 2회에 걸쳐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였다. 

Table 2의 9번 위치에서 주사역 25미터로 180° 스캔한 소나 이

미지를 Fig. 4에서 보여주며, 소나 이미지 상에 5미터 간격으로 

분할된 구획선을 확인할 수 있다.

➀ MS-1000 운영 소프트웨어의 툴바에 있는 Save Image with 

overlays 키를 눌러 Fig. 4의 소나 이미지만 저장한다.

➁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➀번 과정으로 생성된 7, 8, 9, 10 번 위

치의 소나 이미지를 불러온다.(Fig. 5)

Fig. 4 Image of 25m Range scan 

Fig. 5 Sonar images of number 7, 8, 9, 10

Fig. 6 Aligned sonar images

Fig. 7 Finished image mosaic

Fig. 8 Mosaic image on google map

➂ 한 장의 빈 캔버스를 열어 소나 이미지를 하나씩 복사하여 

정렬한 후 소나 이미지 상에 5미터마다 표시된 구획선을 이

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소나 이미지 위에 격자무늬로 표시한

다.(Fig. 6) 

➃ 한 칸의 간격이 5미터이므로 7, 8, 9, 10번의 소나 이미지의 

중심을 각각 30미터(6칸)가 떨어지게 배치하면, Fig. 6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➄ Fig. 6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의 Eraser tool을 이용하여 소나

의 유효성이 낮은 가장자리와 중첩된 소나 데이터를 삭제한

다.(Fig. 7)

➅ Layer로 구성된 PSD 파일을 JPE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다. 

➆ ➅번 과정에서 생성된 JPEG파일을 다시 포토샾에서 불러온 

후 소나 이미지의 부두길이와 Fig. 3의 위성 이미지의 부두 

길이가 일치하도록 사이즈를 수정하여 저장한다.

⑧ ➆번 이미지(JPEG)를 Masic Wand Tool을 사용하여 소나 이

미지만 선택하여 Fig. 3의 위성 이미지에 올리면, Fig. 8에서

처럼 소나 모자이크 이미지를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위에 정

확히 표시할 수 있다.

3.2 50m Range 실험

MS-1000 소나의 주사역 50미터일 때는 25미터일 때보다 이미

지의 중첩이 많이 발생되고 더 큰 소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주사역 50미터에서의 소나 이미지에서는 구획선이 10미터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 이미지 모자이크

(mosaic) 처리는 3.1장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10미터 구획선을 이

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4. 결    론   

4.1 이미지 모자이크 결과 토론



25미터와 50미터 주사역으로 네 가지 위치에서 스캐닝한 센서

이미지를 모자이크하여 Fig. 9와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9는 25미터 주사역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모자이크한 결과

로 5미터 간격으로 구분된 선과 함께 해저면의 바위들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0에서는 50미터 주사역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모자이크한 결과로 10미터 간격으로 구분된 선과 함께 부두의 

파일과 바위들을 주사역 25미터 모자이크 이미지보다 넓은 해

저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모자이크한 결과, 두 이미

지 모두 같은 위치에서 바위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사역이 25미터에서 50미터로 증가 하여도 15미터 범위 이내

의 데이터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다관절 복합 이동형 해저로봇의 적용방법

일반적인 수중로봇들과 Crabster와의 가장 큰 차이는 다관절 

다족을 이용한 해저면에서 강조류를 극복할 수 있고, 원하는 자

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MS-1000 소나와 같이 

고정된 상태에서 360도 스캐닝하여 맵핑하는 센서를 장착하여 

운영한다면, 강조류와 악시계환경에서도 정밀 맵핑을 수행하여 

탐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장의 이미지 모자이크 결과

에서와 같이 주사역 25미터와 50미터에서의 소나 데이터의 질에

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초음파 스캐닝 소나를 이용하여 30미터 간

격의 격자위치에서 25미터 주사역으로 정밀 맵핑을 위한 스캐닝

을 수행할 수 있고, 50미터 주사역으로 탐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 기술한 모자이크 결과물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하나는 

음속을 측정하여 센서 데이터의 음속을 보정해 주는 것이다. 실

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음속은 초당 1500미터로 계산하였으며, 

음속 보정으로 소나의 구획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

로 모자이크 처리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센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육상에서 계측한 실제 사물

을 수중에 위치시키고, 센서의 높이와 거리를 변경시키며 실제

와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거리와 각도에 

따른 초음파 센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센서 가장자리의 

유효성 판단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초음파 스캐닝 소나의 정

밀도가 높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두 개의 초음파 스캐닝 소

나를 이용한 3D 맵핑 기술도 개발되어 있다. 향후에 이러한 고

급 센서와 맵핑 기술을 우리의 해양로봇에 적용하면, 시계가 불

량한 서해 환경을 초음파 스캐닝 소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다관절 복합이동형 해저로봇" 과제의 연구 결과 중 일부

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Fig. 9 Image of the 25m range mosaic

Fig. 10 Image of the 50m range mo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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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about requiremen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system design for pilot miner. The pilot miner is one of 
the unique system as a kind of working ROV. We already developed test miner, MineRo, which verified the concept of manganese nodule 

miner. And we are now designing the pilot miner to examine the concept of commercial miner.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s system of pilot 
miner is more complex and larger than MineRo system. In the view of requirement engineering, system designers has many uncertainty and 
ambiguity in system functional definition. In order to reducing those facts, requirements are predetermined using requirement analysis process, 

so we could use this for having wide applications like design rules, manufacturing specifications and management manual, etc.

1. 서    론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망간단괴 탐사를 시작하여 1994년에

는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를 통해 선행투자가 등

록으로 배타  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를 할당 받게 되었

다. 이후 할당 구에 한 정 탐사를 수행하여 선행투자가 의

무사항을 수함으로써, 2002년에는 남한 면 의 3/4에 달하는 

개발 구를 할당받게 되었다. 망간단괴의 개발을 한 연구는 

크게 탐사, 채 , 제련의 분야로 나뉜다. 그  채 분야의 연구

는 심해의 망간단괴를 채 하기 한 집   양  시스템의 개

발과 체 시스템의 통합채 운용기술의 기술실용화 기반 구축

을 목 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련된 연구 

성과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작년까지 생업생산의 1/20규모의 

시험집 기 MineRo를 개발하고 2차례의 근해역 시험을 완료함

으로써 설계개념을 확인하고 실용화 기반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

하여 왔다. 년부터는 이를 토 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한 

일럿 집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일

럿 집 시스템은 상업생산의 1/5규모로, 용되는 요소기술은 

MineRo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용 수심 6,000m 의 시스템

으로 설계/개발하고자 한다. 

 박성재: 역시 유성구 유성 로 1312번길 32

                          042-866-3881  parksj@moeri.re.kr

본 논문에서는 재 진행 인 일럿 집 시스템의 기․

자 시스템의 설계 개념과 이를 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

하고 활용하기 한 방안에 하여 다루고자 한다. 요구사항 공

학으로 발 해온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설계의 지침

으로, 제작 과정에서는 제작의 시방, 시험의 과정에서는 시험의 

계획,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매뉴얼 작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일럿 집 기 개발

우리나라 일럿 집 기의 개념은 상업 시스템의 생산규모의 

1/5, 최  용 수심 6,000m, 4열 궤도의 주행장치와 혼합식 채

집장치 4기가 탑재된 형태로 설계가 진행 이다. 앞선 MineRo

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는 4열 궤도의 용에 따른 시스템의 확

장과 이에 따른 모듈화 설계, 그리고 깊어진 용 수심이다. 특

히 기․ 자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각 센서들과 기․ 자부

의 용 수심 문제는 비용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집 기뿐 아니

라 재 실용화된 ROV 기술도 6,000m의 동작 수심을 사양으로 

하는 것은 그 가 드물다. 물론 우리나라의 ROV 기술은 세계 

4번째(미국, 일본, 랑스에 이어)로 6,000m 의 잠수정을 개발

하 으나 그 개발에 많은 난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망간단괴 채 을 한 집 기 기술은 1970년  말까지 선진국

들을 심으로 한 다국  컨소시엄이 일럿 시험을 끝내고, 개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발에 한 낙 과 회의가 교차하는 시기를 거치다, 이후 한동안 

진척이 없었다. 1990년 부터 이루어진 후발투자국의 개발에서

는 보다 향상된 수  로 분야의 기/통신  제어기술이 

목된 채 시스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 다. 아울러 상용화된 심

해유   천연가스  등의 기술이 차 발달하여 용 수심이 

3,000m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 기술의 유입(spin-in)이 활발히 

이루어질 망이다. 

Fig. 1은 해양연구원에서 개발한 MineRo이다. MineRo를 토

로 재 개념설계가 진행 인 일럿 집 기의 기본 인 형태

는 4열 궤도의 주행장치가 기본 바디를 구성하고 있으며, 방

에 4기의 채집장치 그리고 상부 임에 유압 시스템과 쇄

기, 물제트 펌 , 송출펌 , 추진기(thruster) 등의 기계부와 다수

의 CAN(Canister), J/B(Junction box) 등의 기․ 자부가 탑

재되어 체 시스템이 구성된다. 여기에 추가 으로 각종 수

용 센서  카메라, P/T(Pan and tilt), 부력재 그리고 진․회수

를 한 임 등이 구성되어 시스템이 완성된다. 일럿 집

기는 각 2열의 궤도와 2기의 채집장치가 하나의 모듈로 각각 분

리되며, 2개의 모듈이 결합되어 일럿 집 기를 구성하게 된다.

일럿 집 기는 MineRo와 같이 기구부, 유압부, 기․ 자

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각 부는 여러 가지 기계부와 기구부

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일럿 집 기의 기․ 자부

에 한 내용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Fig. 1 Test miner, MineRo (KORDI)

3. 시스템 설계  설계 차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은 Fig. 2와 같은 차

(process)를 따른 것이 일반 이다. Fig. 2의 각각의 차들은 환

류(feedback)되어 개발과정이 진행된다. 만약에 제작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설계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의 단계에서도 문제 이 발견된다면 다시 설계의 단계로 돌

아가게 된다. 설계에 있어 가장 선행되고 우선시 되는 것이 요

구 분석이다. 요구 분석은 처음에 설계를 한 선행 차로 설

계를 진행하기 한 과정으로 생각되지만 체 설계 과정뿐 아

니라 제작, 시험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구를 충분히 수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요구사항은 체 시스템 설계  

개발에 있어 바 지 않는 인 규칙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

용 가능한 유연한 규칙이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은 설계가 진

행되는 반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때 마다 이를 수용

하는 설계 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부분

의 개발자들이 간과하고 지나치기도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이 같

은 차를 따르고 있기도 한다. 그만큼 요구 분석은 필수 이며 

충분한 요구 분석은 체 설계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의 반복을 

여  수 있을 것이다.

Fig. 2 General process of system design

다음은 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차들의 내용을 정리하 다.

  1) 요구 분석

    - 사용자의 수요/목 /요구 사항 분석

    - 성능과 설계/환경 제약 조건 정의

    - 기술  기반 분석

    - 기능  요구 정의

  2) 개념 설계

    - 요구 조건에 한 기능의 할당

    - 각 기능의 단계 분류  인터페이스 정의

    - 기능  구조의 정의

  3) 기본 설계

    - 개념설계의 구체화

    - 일반배치  개념구조 설계

    - 모델링/시뮬 이션

  4) 상세 설계

    - H/W, S/W 구조 설계

    - 부품 선정

  5) 제작 설계

    - 부품  각 부의 가공도면

    - 상세 조립도

설계 차는 요구 분석을 거쳐 이상의 4단계로 분류하 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개념과 기본 설계, 상세와 제작 설계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될 수도 있다.



4. 기․ 자 시스템 설계의 요구사항 용

일럿 집 기의 기․ 자 시스템은 MineRo의 개념과 많

은 부분이 유사하다. 이는 일반 인 ROV의 운용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과도 유사하지만 집 기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유일

한 기능은 요구사항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하여 

MineRo의 설계 과정은 기계․유압 시스템 그리고 기․ 자 

시스템으로 나뉘어 개념설계가 수행되고 제작으로 이어졌다 (최

종수 등, 2007, 여태경 등 2007). 일럿 집 기에 한 설계개념

과 요구사항은 부분 MineRo의 개발을 통해 정립되어 있지만 

일럿 집 기의 기․ 자 시스템에서는 MineRo와는 다르게 

가장 요하게 요구되는 사양으로 용 수심에 한 것과 모듈

화된 시스템의 구성이다 (홍섭 등 2011). 

일럿 집 기의 기․ 자부는 CAN  J/B 등으로 구성되

는 기구부와 각 수 용 센서  카메라, P/T 그리고 각 종 자 

장치(device)  컨트롤러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오일이 충진

되는 형태의 배 (oil-filled hose)과 수 이블, 수 커넥터 등

으로 구성된다. 일럿 집 기의 용 수심은 6,000m 으로 정

의되었다. 이때 따른 기술  기반은 CAN  J/B의 내압설계와 

사용 가능한 수 용 센서들의 용 수심 그리고 커넥터와 배선

들의 내압설계이다. 일럿 집 기는 MineRo의 경우와는 다르

게 용도에 따른 다수의 CAN를 용하고 이들의 배선을 용이하

게 하기 한 수 용 커넥터들을 거 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듈별로 기능을 구 하기 하여 각각의 모듈에 같은 기능을 

하는 CAN과 J/B들이 배치된다. 한 일럿 집 기는 MineRo

에서 보다 더 많은 엑 에이터들과 센서들이 채택될 것이다. 이

것은 J/B의 채 의 수의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기능별로 

CAN를 분리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아울러 CAN에 실장되는 

장비들도 다수의 채 을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성능이 요구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는 일럿 집 기의 

기․ 자부의 Main CAN이라는 항목에 하여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이다. Main CAN의 요구사항은 일반 요구사항을 기

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설계 요구사항이 발

생하 고, 설계 요구사항에 따른 제작에 필요한 BOM과 제작 요

구사항 등이 추가 으로 고려되어 진다. 나아가 제작 후에는 운

용  유지보수에 한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1) 항목 : Main CAN 설계

2) 작성일, 작성자, 참여 작성자 (수정일, 수정자)

3) 일반 요구사항

  a. 내압을 견디며 내부는 기 (on air)의 조건을 가짐

  b. 면과 후면의 Cap은 O-ring으로 내압을 견딤

  c. 면과 후면의 Cap은 별도의 Cap 고정구 필요

  d. 면 혹은 후면의 Cap에는 커넥터로 외부와 연결

  e. 분해 조립시 필요한 공구  장비

  f. 집 기 내부에서의 조립되는 치

  g. 집 기 내부에 조립되는 방법

  h. 설계된 모델은 FME의 분석을 거쳐 내압시험을 수행

  i. 조립  분리를 한 Air-bent 설계/제작

  j. 내부의 장비 배치를 한 Frame 설계/제작

  k. 분해 조립을 한 Cap의 handle 설계/제작

  l. 부품 Spare 확보

4) 설계 요구사항

  a. 재질, 치수, 무게

  b. 면 캡 설계

  c. 후면 캡 설계

  d. 캡 고정구

  e. 내부 Frame 설계

  f. 내부 장비 배치 설계

  g. Cap handle 설계

  h. CAD 3D modeling

  i. FME 분석 결과

5) BOM(Base of Material)

  a. CAN 몸체

  b. 면/후면 Cap

  c. Cap handle

  d. Air-bent

  e. Connector

  f. 내부 Frame

  g. 내부 장비 List

6) 제작 요구사항

  a. 가공후 후처리 방법

  b. Spare 부품 주문

  c. 제작 업체 정보

  d. 제작 발주  구매 일정

  e. 검수 방법

  f. 내압 시험 계획

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에 하여 더 자세히 표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이상의 와 같이 각 항목(부품 혹은 시스템)

에 한 자세한 사항(혹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사항

들까지)을 요구사항으로 정리하여 리한다면 이것이 설계에 

한 지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후 제작에 필요한 시방의 작

성, 시험 과정에 있어서 시험계획서로, 나아가 집 기의 운용  

유지보수에서는 매뉴얼 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MineRo의 개발과정에서도 기에 이러한 작업 없이 도면과 

매뉴얼을 리하여 실제 활용에서는 몇 가지 빠뜨린 항목들이 

발생하기도 하 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

만 리 항목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리자가 업무에 집 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같은 요구사항 정리를 통하여 업무의 명확

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공학(requirement engineering)

이란 분야로 발 하여 왔으며, 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고 잘 나열할 방법 혹은 

개발에 요구되는 구체 인 요구 사항을 유도하기 하여 효과

으로 근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기획이라고 불리거나 그 결과물을 아키텍처 혹은 요구사항 명



일럿 집 기

 기․ 자 시스템

기구부

Main CAN

Power J/B

TR Box

Signal J/B

Compensator

   ⋮

센서부

Camera

P/T

Light

DVL

PT

Leakage

   ⋮

자

장치부

Embedded controller

Valve Controller

SMPS

Media Converter

Network Hub

   ⋮

부품

Connector

Cable

Terminal Block

   ⋮

Table 1. Requirement items for electricity and electronic part

세, 기 사용자 요구 등의 기능에 련된 정의로 나타난다 (W. 

Sweet 등, 2003, IEEE, 2002, J. N. Martin, 1996).

일럿 집 기의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구사항의 분석은 

기설계 혹은 개념설계를 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특

히 제어·계측 시스템과 같이 H/W를 포함하는 S/W를 개발하여

야 할 경우에는 이 모든 것에 한 정확한 기술을 개발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석 작업은 문제인식을 

통한 평가와 종합을 거쳐 설계를 완성시키기 한 문서화와 검

토를 말한다. 이때 요구사항 명세(문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기술

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용에 한 정확한 이해와 빠짐이 

없는 서술(문서화)을 통하여 개발자들 간의 이해를 돕고 시스템

의 복잡도를 이며, 추가로 발생되는 요구사항에 하여 혼선

을 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able 1은 재 기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사항

이 필요한 일럿 집 기의 기 자부의 략 인 항목들을 표

시하 다. 기․ 자부는 크게 기구부와 센서부, 자장치부와 

부품으로 나 었으며 각 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나열하 다. 

재 설계가 진행 인 내용에 해서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표

하지 않았다. Table 1에서와 같이 각 부에 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하여 총 100여개 이상의 항목들로 구분되며 구분된 항목들

에 한 각각의 요구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이 항목은 추후 설

계에 따라 반 되는 요구사항 항목의 추가 혹은 삭제에 따라 바

게 됨으로 꾸 한 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럿 집 기의 기․ 자 시스템의 설계를 

한 시스템의 한 요구사항 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정의하

고,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진행될 개념설계  기본설계를 도출

에 활용하고자 한다. 한 이후 시스템의 제작과 시험  운용

에 필요한 시방의 작성, 시험 계획서,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매뉴

얼 작업에 필요한 지침으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요구사항을 정

의하는 방법은 각 기능  부품 등의 항목에 하여 세부 으로 

작성자  작성일, 일반 요구사항, 설계 요구사항, BOM 그리고 

제작 요구사항 등으로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아울

러 개발자들 사이의 공통된 용어와 정의로 작성되어 개발자들 

사이의 정확한 정보 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복

잡한 시스템의 이해, 복 작업  작업 실수의 방지 등의 효과

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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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arlier studies on multi-robot system, multi-robot is more advantageous than one robot in terms of efficiency, 

flexibility, robustness, cost, etc. So, this paper considers an application of multi-robot system to mining system for improvement of 
mining production. The mining path is composed of two section, straight and turning. The straight section needs to the formation 
keeping and the path tracking for mining operation. And the turning section needs the flexible turning. Thus, two sections need an 

individually control method to effectively collect the nodules by multi-miner. The turning section is concentrically considered in the 
domain of an efficient turning time and a minimum turning section. In this paper, the efficiency of new strategy is verified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1. 서    론

다 로 시스템(multi-robot system)은 개별 으로 동작하는 

2개 이상의 로 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력(cooperation), 인

지(awareness), 통신(communication), 조율(coordination) 등의 

기본 특성을 가진다. 다 로 시스템은 개념 으로는 단일 로  

시스템을 확장한 것이지만, 단일 로 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작업에 유용하기 때문에, 1970년  이후 련 연구가 지

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  다 로  분야

에 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여태경 2010). 탐색(search), 구조

(rescue), 수확(harvesting), 략  감시(tactical overwatch) 등의 

분야에서 다 로 시스템은 단일 로 보다 쉽고 렴하게 구  

가능하며, 확장성과 강인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특히, 시스

템에 분산(distribution), 가변(variability), 변화(change), 분해

(factorization)와 같은 특성이 요구될 때, 단일 로 보다 다 로

시스템이 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심해 집  

시스템에 있어, 다 로 시스템의 용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자 한다. 집  시스템의 성능평가에서 주요 항목인 단 시간당 

채 성능, MP(Mining Production)는 다음의 식(1)에 의해 산출 

가능하다(Sup H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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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때, 은 직진경로의 길이, 는 채집 장치 폭, 는 단

괴의 피복률, 채집효율, 는 시간이다. 만약 집 기의 채집

효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식(1)에서 제어 가능한 변수는 채

집 장치 폭이다. 여기서, 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집 기를 크게 만들어 큰 폭의 채집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과, 

②여러 의 집 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①은 1

의 집 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진·회수 작업 등이 비교  간단하

지만, 선박을 비롯한 이블 치와 A-frame의 용량이 커져야 

하는 단 을 가진다. 이에 반해, ②는 비교  소규모의 운용 시

스템으로도 가능하며, 다수의 집 기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단

시간당 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 에서 다수

의 집 기 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 까지 

어떠한 연구 사례도 없다는데 문제 을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다 로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 집

기의 형제어 문제, 특히 선회구간에 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육상 다 로 시스템의 분류법을 통해 

다 집 기의 분야와 고려 사항을 살펴보고, 한 방법을 제

시한다. 3장에서는 채집 경로를 고려하여 다 집 기의 선회구

간에 한 형제어 략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선회구간에

서 가장 효율 으로 선회할 수 있는 선회 형과 방법을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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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 집 기 고려사항

다  집 기 분야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은 하나

의 버퍼에 몇 의 집 기를 연결할 것인가이다. 선박 한척에 

하나의 버퍼만이 연결 가능하다면, 이것은 집 기 한 당 한척

의 선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수의 선박 운용은 경제성 문

제와 직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여러 의 집

기를 하나의 버퍼에 연결함으로써 한척의 배에 다수의 집 기를 

운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추가 인 고려사항을 악하기 해, 지 까지 연구된 육상 

다 로 시스템에 한 분류 방법을 통해 다 집 기시스템을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법은 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에 요한 통

찰력을 제공하여 문제 선정과 해답의 방향을 제시해 다. L.E. 

Parker는 다 로 시스템 분야에서 목한 성과를 도출한 연구

들을 8개의 심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하 으며, L. Iocchi는 구

조  특성을 통해 단계별로 구분하 다. 다 로 시스템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용되면서, Y.U. Cao에 의해 수행 미션별로

도 분류되었으며, 최근에 L.E. Parker는 3가지 주요 쟁 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에 의한 분류 방법을 Fig. 2와 같이 제시하 다

(L.E. Parker 2008). 이러한 사례 연구를 보면, 다 로 시스템은 

심분야, 구조  특징, 수행미션, 상호작용 유형 등으로 분류되

고 있다. 그 에서 다 집 기시스템의 목 은 망간단괴 채 이

므로 수행미션은 사 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구조  특징은 주어진 목표 달성을 한 제어기의 치에 의

해 분류된다. 제어기 치에 의한 다 로 의 제어는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체 시스템과 개별 로 에 한 

명령이 앙 장치에 의해 조율되는 앙(centralized) 방식이고, 

두 번째는 로  자체의 제한 인 정보만으로 각 로 의 행동을 

결정하는 분산(distributed) 방식이다. 다 집 기의 제어는 수

에서의 정확한 치인식(localization)을 기반으로 실 된다. 그

러나 실제 수 에서 정확한 치를 인식하는 것은 어렵고 긴 시

간이 소요되므로, 집 기 상호간의 상  치를 계측하는 별도

의 센서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 집 기 제어는 개별 센서 이용

에 장 을 가진 분산 제어 방식이 합할 것이다.

상호작용은 목표의 유형(types of goals), 다른 개체의 인식

(awareness of others), 다른 개체에 의한 목표 진  여부

(advance the goals of others)에 의해 분류된다. 수행미션과 구

조  특징에 의해 다 집 기는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상호 인

식한다고 분류된다. 다른 개체에 의한 목표 진  여부는 각각의 

개체가 목표를 수행할 때 어떤 한 개체의 목표에 진 이 있는가

에 한 분류로, 이는 단체행동과 개별행동에 의해 구별된다. 다

집 기의 경우, 하나의 버퍼에 여러 집 기들이 이 로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범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개별행동보다는 단체행동이 보다 합하므로, 다 집 기는 

Fig. 2의 력(Cooperative) 분야에 속한다.

이때, 다 집 기의 력은 심분야 분류법의 행동 조율

(Motion coordination) 분야에 속한다. 이 분야에서 집 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로는 경로 계획과 형제어 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형제어에 을 둔다.

Fig. 1 Concept of multi-mi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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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based on interaction type

3. 다 집 기의 형제어 략

다 로 의 형제어 문제는 형생성, 형유지, 그리고 

형변경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서는 형의 정

확성(precision)과 실  가능(feasibility)성 사이에서 그 타 을 

찾고, 체 시스템의 통신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다

로 의 형제어 방법은 행 기반(behavior-based), 선도추종

(leader-follower), 가상구조(virtual structure)로 구분된다.

행 기반은 시스템 입력에 합한 행 를 선정하여 각 로 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행 는 사 에 각 로 에 규정되어 있는 독

립 인 동작으로, 충돌  장애물 회피, 목표탐색, 형유지, 작

업수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도추종은 리더(leader)의 치

와 방향을 팔로우(follower)가 추종하는 것으로, 이때 팔로우는 

리더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을 유지한다. 가상구조는 다

로 의 체 형을 하나의 구조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집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해 면에 존재하는 망간단괴를 채

하는 것으로, Fig. 3과 같이 주어진 경로를 따라 정해진 속도

로 움직이면서 채집한다. 이러한 경로를 살펴보면 집 기의 주

행은 크게 직선구간과 선회구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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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the desired path for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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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rmation (a)line, (b)diagonal line, (c)triangle

채집을 하는 직선구간에서는 형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경로

를 추종해야하므로, 선도추종 방법이 합하다. 선회구간에서는 

형 변경을 통한 유연한 선회가 필요하므로, 행 기반 방법이 

유용하다. 따라서 다  집 기의 형제어 략은 선도추종과 

행 기반 방법을 결합하여 용되어야 한다. 

각 구간에 합한 형을 선정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3

의 집 기로 구성된 다 집 기를 고려한다. 3 의 집 기로 구

성되는 채집을 한 평면상의 형은 Fig. 4와 같이 3개로 구분

된다. 직선구간에서는 모든 형이 고려 가능하지만 채집효율과 

부유물 발생으로 인한 치인식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 

형을 선정해야 한다. 선회구간은 채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

이기 때문에, 충돌 없이 유연하게 선회할 수 있는 형을 선정

해야한다. 그러나 (a) 형의 경우에는 아래 ⑥번 조건에 의해 

충돌 없는 선회가 불가능하다. 이때, 직선구간에서 최 의 효율

을 보이는 형이 (a)라면, 유연한 선회를 해 형변경을 한 

구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채집할 수 있는 구역이 상 으

로 어든다. 그러므로 종합 인 상황이 고려된 형 선정이 필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회구간의 선회 형  방법에 해서

만 고려한다. 선회 형  방법을 선정하기 한 고려해야 될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다 집 기 선회 시에 선박은 방 각 유지.

② 선박과 집 기 사이는 양 , 버퍼, 유연 으로 연결.

③ 선회 시에 버퍼 향 무시.

④ 버퍼 1개에 유연  3개 연결.

⑤ 3개의 유연 은 상호 교차 불가.

⑥ 선회 시 집 기 정지 불가.

(a) (b)

Fig. 5 Turning path of multi-miner

다 집 기의 선회를 한 경로는 Fig. 5와 같이 크게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a) 방법은 집 기의 최소선회 반경이 충분

하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으로 유연 의 회 이 없는 방법이지

만, 선회 시간  구역 최소화에 비효율 다. 만약 집 기의 최

소 선회 반경이 (b)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충분하다면, 이는 

선회 시간  구역 최소화에 효율 이다. 이때, 최소선회 반경이 

불충분하다면, 집 기 수를 늘려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집 기가 (b)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충분한 최소

선회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4. 선회 시뮬 이션 결과

선회를 한 방법은 크게 동시선회와 개별선회로 구분된다. 

동시선회는 Fig. 6과 같이 리더가 선회구간에 진입했을 때 리더

와 팔로우가 동시에 선회 하는 방법이다. 이때, 직선구간에서는 

수평선 형을 유지하고, 선회구간에서는 각선 형을 형성하

으며, 개체의 간격은 개체 폭의 20%로 선정하 다. 직선구간

은 ≤ 이고 선회구간은 ≥ 이며, 그 사이는 형조

정구간구간이다. 직선구간에서 리더의 속도는   

로 일정하다. 형 유지와 변경을 한 와 의 계식은 식 (2)

와 같으며, ⑥번 조건을 해 속도를 ≤  ≤ 로 제한하

다. 그리고 본 논문의 시뮬 이션을 해 육상용 모바일 로

의 라미터를 사용하 다(윤석민 2010).

 

  
                      (2)

Fig. 6 Simulation on simultaneous turning



Fig. 6의 ①~②는 직선구간의 형생성을 한 과정으로 ③에

서 완 한 수평선 형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⑤는 선

회구간의 형생성을 한 형조정구간으로 ⑤에서 각선

형으로 변경되었음을 보여 다. ⑥~⑨는 동시선회하는 동작으

로 충돌 없이 선회하고 있으며, ⑩~⑪에서는 다시 채집을 한 

형으로 변경하여 형을 유지한다.

개별선회는 Fig. 7~8과 같이 선회구간에 진입한 개체부터 차

례 로 선회하는 방법이다. 이때, 선회구간 형과 직선구간 

형이 동일하여 형조정구간은 불필요하다고 가정한다. Fig. 7은 

각선 형을 사용하 으며, Fig. 8은 삼각 형을 사용하 다. 

체 구간에서 리더의 속도는   로 일정하며, 형 

유지를 한 와 의 계식과 제한  선회구간은 동시선회와 

같다. Fig. 7의 ①은 각선 형으로 정렬된 선회 직 의 모습을 

보여주며, ②~④에서는 선회구간에 진입한 개체부터 차례 로 

선회함을 알 수 있다. ⑤는 선회 간 과정이며, ⑥~⑧은 차례

로 선회구간을 벗어나 다시 각선 형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

다.

Fig. 7 Simulation on each turning by diagonal line

Fig. 8 Simulation on each turning by triangle formation

Fig. 8은 삼각 형으로 개별선회 하는 모습을 보여 다. 여기

서 리더와 팔로우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선회 동작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만약 

형조정구간에서 다른 형으로 변경한다면, 리더와 팔로우의 

거리를 일 수 있다. 그리고 삼각 형의 개별선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리더보다 팔로우 1이 먼  선회함으로써, 선회 후에 리

더와 팔로우 1의 유연 이 교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선구간

에서 삼각 형으로 진행하더라도 형조정구간에서 다른 형

으로 변경해야 한다.

Fig. 6과 7의 선회구간을 살펴보면, 동시선회보다 개별선회가 

선회 시간  구역 최소화에 가장 큰 효율을 보여 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Fig. 6에서 선회구간에서 개별선회 방법으로 선회하

다면 더욱 효율 이었을 것이다. Fig. 6~8로부터 각선 형

이 선회에 가장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직선구

간에서 각자 다른 형을 가지고 주행하더라도, 선회구간에서는 

각선 형의 개별선회 방법이 가장 효율 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 집 기가 선회구간에서 가장 효율 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하 다. 이를 

해, 우선 으로 다 로 시스템의 분류법을 통해 다 집 기의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다 집 기를 효율 으로 제

어하기 해, 기존에 연구된 형제어 략과 제한 조건들을 살

펴보고 다 집 기에 합한 선회 방법들을 도출하 다. 마지막

으로, 선회구간 시뮬 이션의 결과로부터 선회구간에서는 각

선 형이 가장 효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직선구간에

서 각선 형이 효율 이라고 한다면 체 구간에서 채집 효율

이 가장 극 화 될 것이다. 따라서 차후에는 직선 구간에서 채

집 효율이 가장 좋은 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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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역 시험에서의 미내로 직진 주행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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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n Comparison of Straight maneuver behavior of 
MineRo in Insho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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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직진 주행 특성 Straight maneuver behavior, 근해역 시험 Inshore-test, 점착성 연약 지반 
모델 cohesive soft soil model, 전단강도 시험 shearing strength test

ABSTRACT: In August, 2010, Inshore test for the path tracking control of MineRo was performed at nearby the site. This paper concerns 
about comparison of straight maneuver behavior of MineRo between the result of inshore test and the result of numerical simulation. Used soil 

model in numerical simulation was preceded by shearing strength test using soil of inshore. Even if there are many assumptions, tendency of 
compared two results is very similar. Results of this study leave more to be investigated by various shearing strength test of cohesive soft soil.

1. 서  론

우리나라는 수심 5,000m 해저면 퇴적표층에 부존하는 대표

적인 심해저 광물자원인 망간단괴를 채광하는 채광시스템의 

개발을 1994년 이후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채광시스템은 주행, 채집 및 송출을 위한 집광기, 망간

단괴를 이동시키기 위한 유연관, 중간 저장소인 버퍼, 그리고 

모선까지 이송하기 위한 양광관과 양광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전에 계획된 채광경로를 따라서 해저면을 주행

하여야하는 심해저 집광기는 전체 채광시스템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Fig. 1 Test Miner - MineRoTM

김형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한국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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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심해저 집광기술 

실용화의 첫 단계로서 상용생산의 1/10 규모의 자주식 시험집

광기인 “미내로(MineRoTM)"를 개발하였으며(홍섭 외, 2008), 

2009년 6월에 동해 후포항 근해 수심 약 100m 해역에서 성능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DP(Dynamic 

Positioning) 기능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미내로의 기초적인 

주행제어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내로의 개발을 위해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

여 동적거동을 분석하는 등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섭(Hong et al. 2002)은 연약지반 주행차량의 동적거동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김형우(Kim et al. 2003)는 개발된 

해석 모델을 다물체 동역학 모델과 비교 검증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다양한 형태의 연약지반 무한궤도 차량에 대한 수치해

석적 분석을 수행해오고 있다. (김형우 외, 2010)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연약지반 주행차량의 동적거

동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열 무한궤도 차량의 직진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근해역 성능시험을 통한 미내로의 직

진주행 시험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연약지반의 특성 및 주행차

량의 직진주행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내로 해석 모델

Fig. 2는 2열 무한궤도 차량인 미내로 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차량의 무게 및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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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ordinate system of tracked vehicle model

Items Data

Mass (m)
Total length of miner (LT)
Contact length of track belt (L)
Total breadth of miner (B)
Width of track belt (D)
Height of mass center from bottom (H)

8.6 ton
5.0 m
3.3 m
2.6 m
1.1 m
1.2 m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test miner model

차량 고정 좌표계에 한 주행차량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표 할 수 있다(Hong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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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m과 J는 주행차량의 질량과 성모멘트 행렬을 나타내

고, VC와 ω는 주행차량의 무게 심에서의 병진속도와 회  속

도를 나타낸다. A는 주행 차량의 자세행렬을 나타내며, W와 B

는 주행차량의 무게와 부력을 나타내고, NB는 부력에 의한 모

멘트를 나타낸다. FSj와 NSj는 지반과 각 궤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며, FH와 NH는 유체 항

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낸다.

2. 토양 모델

  

토양 모델은 크게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Wong (1993)은 점착성 토양의 전단 응력을 다음의 함

수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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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대 전단응력이며, 는 민감도를 나타낸다. 

또한 는 전단 변위를 나타내며, 는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

할 때 해당하는 전단 변위의 값이다. 또한 수직응력은 다음과 

같이 정적침하의 함수로 나타난다(Bode, 1991). 

  ⋅  
⋅  (4)

정적침하 는 차량의 전체침하에서 차량의 전단변위에 의

한 동적침하(slip sinkage)를 제외한 침하를 의미하며, 과 

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p*는 기울기가 인 점근선

의 y절편을 의미한다(Hong and Cho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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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ssure-sinkage model

기존의 논문에서는 심해저에 존재하는 점착성 연약지반을 

모사한 벤토나이트 토양에 대한 전단강도 측정을 통하여, 토양 

모델의 계수 값을 측정하여 해석에 사용하였다(최종수 외, 

2002). 하지만 이번 실해역 실험에서는 토양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동해 실험지역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전단강도

를 측정하였다. 전단강도 측정은 vane을 모터로 초당 1deg씩 

회전시키면서 그때 작용하는 토양의 반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4는 전단강도 측정에 사용한 vane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Dimension of Vane



여기서 사용된 vane의 크기는 d=13mm, h=13mm이다.

이렇게 측정된 vane의 회전에 따른 전단강도 그래프를 이용

하여 실제로 사용될 모델의 계수를 찾아야 한다. Fig. 4와 Fig. 

5는 측정된 그래프로부터 토양 모델의 계수를 찾기 위한 과정

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Fig. 4에서와 같이 최대 전단강도에 도

달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각 를 이용하여, 전단 변위 

 를 계산할 수 있다. 전단 변위  는 Fig. 5에서

와 같이 vane이 회전한 호 길이와 같으므로, 다음의 식(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5)

Fig. 4 Result of vane test

Fig. 5 Calculation of arc length with respect to 

rotation angle of vane

Fig. 6은 실제로 동해에서 채집한 토양을 vane 테스트를 통

하여 측정된 3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측정

은 대략 깊이 6cm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데

이터의 평균을 Matlab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이용하여 측정 데

이터를 필터링하였다. 그 결과 최대 전단강도(Maximum shear 

strength)는 대략 4.7kPa, 잔류 전단강도(Residual shear 

strength)는 대략 1.7kPa로 측정되었으며, 토양의 민감도는 대

략 2.7이다. 또한 최대 전단강도일 때 vane이 회전한 각도는 

대략 34.7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식(3)을 이용하여  을 

구하면 0.0039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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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measured shear strength by motorized vane test

정적 침하에 대한 수직응력을 Reece(1965)는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을 하였다.

  ′
 



(6)

여기서, 는 vane 테스트를 통해 구한 최대 전단 응력이며, 

는 정적 침하를 나타낸다. 는 접촉하는 면적의 짧은 길이

를 나타낸다. ′과 은 토양 특성 계수로 김형우 등(2008)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값이 산출되었다.

vane 테스트를 통한 전단 변위에 대한 전단 응력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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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은 vane 테스트를 통해 구한 최대 전단 응력이며, 

″는 토양 특성 계수로 역시 김형우 등(2008)에 의하여 실험

적으로 값이 산출되었다. 이때  는 식 (3)에서의 보

다 대략 10배정도 작게 측정이 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계수값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Items Data

Maximum shear strength (vane) 4.7 kPa

Residual shear strength (vane) 5.0 m

Shear deformation modulus (  ) 0.0039 m

Sensitivity ( ) 2.711

′ 14.2769

 0.38843

b 1.1 m

″ 1.326

 707.445

 59.03

 22.8 kPa

Table 2 Parameter of soil model

3. 직진주행 시뮬레이션

2장에서 구한 토양 모델을 적용하여 미내로의 직진주행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유연관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유연

관 반력은 주지 않았다. 또한 미내로의 전원 공급을 위한 언빌



리컬케이블의 효과도 무시하였으며, 조류는 항상 일정하게 흐

른다고 가정하고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대략 0.5m/s로 입

력하였다. 트랙의 입력 속도는 다음과 같다.

▣ Track Velocity [m/s] : 0.15, 0.2, 0.25, 0.3, 0.35, 0.4, 

0.45, 0.5

Fig. 7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구해진 속도에 따른 트랙의 슬

립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Fig. 8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해진 

트랙의 슬립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에서 볼 때 슬립

의 크기는 토양 모델의 정확도나, 또는 언빌리컬케이블의 효과 

등 근사화 하거나 생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험 값 및 시뮬레이션 값 모두 경향을 살펴보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슬립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조금 더 정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실제 토양과 근

사한 토양 모델을 완성하면 성능 예측에 있어 더욱 정확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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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verage track slip in Inshore-test

Fig. 8 Average track slip in simul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해역에서 채집한 토양을 바탕으로 토양모

델을 예측하고, 직진 주행시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와 시뮬레

이션의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값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트랙의 입력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슬립이 더욱 커지

는 경향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향후에는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에 대한 비교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며, 토양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vane 테스트

만으로도 아주 근사한 토양 모델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심해  

물자원 집 시스템  채 운용기술 개발” 연구결과  일부

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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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병렬 4열 무한궤도 차량의 선회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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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steering performances of a four-row tracked vehicle, when crawling on 
cohesive soft soil. The configuration of four-row tracked vehicle had two track sub-system, which each side is composed of parallel two tracks. 

The four-row tracked vehicle (FRTV) was modeled by rigid body and 6-dof. A ground reaction force model of cohesive soft soil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s of normal pressure to sinkage, of shear resistance to shear displacement, and of dynamic sinkage to 
shear displacement. In an effort to investigate steering performance of a four-row tracked vehicle, a series of dynamic simulations were conducted 

for an four-row tracked vehicle model with respect to the initial velocity, steering ratio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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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시스템에 

한 동 거동 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연약지반 를 

주행하는 무한궤도 차량의 동 거동 해석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Bode, 1991; Murakami et al., 1992; Zhang, 

1995; Tran et al., 2002; Hong et al., 2002; Kim et al, 2003, 

2004).

시뮬 이션 기반 설계기술은 심해  채 시스템과 같이 모

형시험을 통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채 시스템의 동 거동에 한 산해석 시뮬 이션은 각 구

성요소의 수학  모델링을 기 로 한다. 집 로 차량, 양  

 유연 , 버퍼, 채 선 등은 그 동 거동 해석모델이 가능한 

상들이다. 연약지반의 항력이나 주변해수로부터의 유체력

은 다양한 모형실험들을 통하여 외력모델을 도출한다. 시뮬

이션 기술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시험모형의 제작과

정을 생략하고 정성  ( 는 정량 ) 최 설계 방향을 악하

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모델링 기법에 따라서 시뮬 이션

에 소요되는 해석시간은 큰 편차를 보인다. 집 로 차량의 다

물체모델(multi-body model)을 상으로 하는 다물체동력학 

해석은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 할 수 있으나, 우수한 성능의 

산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다물체모델이 아닌 강체모델(rigid-body model 는 single- 

body model)의 경우에는 국부  거동에 한 해석은 불가능하

나 반  거동에 하여 실시간 보다 빠른 시뮬 이션이 가

능하다는 장 을 가진다.

심해  연약한 해 면을 주행하는 집 기는 폭이 크고, 수

에서 가벼운 무한궤도를 사용하여 해 면과의 지압을 낮추

고 있다. 하지만 폭이 큰 무한궤도의 사용으로 인해 궤도의 변

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부분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집 기의 채집용량을 증가시키기 해 복수의 채집장

치를 집 기 면부에 장착해야 한다. 복수의 채집장치를 집

기에 장착할 경우, 집 기의 좌/우 무한궤도가 각각 1개이면, 

면에 탑재된 채집장치는 외팔보 형태를 이루어 구조 인 문

제 뿐만 아니라 공간 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량의 구조   공간 인 배치 문제   차량의 

지압을 해결하기 해, 4열 무한궤도 차량이 제안되었으며, 

4열 무한궤도 차량의 선회성능을 분석하기 해 수치해석 

로그램을 개발되었다(김형우 등, 2010). 해석 로그램에서는 4

열 무한궤도 차량을 하나의 강체로 가정하 으며, Newton 방

법과 Newmark 시 분법을 통합한 미소증분 반복계산 알고리

듬이 사용되었다. 

일반 으로 2열 무한궤도 차량은 선회비를 정의하기가 쉬운 

반면 4열 무한궤도 차량에서는 선회비의 정의가 복잡하다. 김

형우 등(2010)은 기구학  계식을 이용하여 4열 무한궤도 차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량의 선회비를 편리하게 정의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되어진 4열 무한궤도 차량 수차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5,000m  일럿 집 로 에 한 기본설

계를 진행하기 해 동 거동 해석  선회성능을 분석하 다. 

사용되어진 입력 변수로는 주행차량의 기 궤도의 속도, 기

궤도에 한 각각 궤도의 선회비가 사용되었다.

 

2. 4열 무한궤도 차량 운동방정식

2.1 일럿 집  로  개념

Fig. 1은 상업용 채 용량의 1/5 규모의 5,000m  일럿 집

로 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럿집 로 은 2개의 유

닛모듈(unit module) 횡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다. 각각의 유닛

모듈은 서 모듈(sub-module)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서

모듈에는 하나의 주행장치(무한궤도)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

행장치 방에는 1개의 채집장치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한 

주행장치와 채집장치를 지지하는 서므보듈 임 상부에는 

단괴 쇄기  송출펌 가 탑재되어 있다. 2개의 서 모듈 

임은 횡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닛모듈을 형성함

으로써, 유닛모듈은 2개의 무한궤도와 2개의 채집모듈  송출

모듈로 구성된다. 채집모듈  송출모듈의 계측제어는 유닛모

듈 단 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무한궤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

모듈의 구성은 방에서 후방으로 채집모듈 → 송출모듈 → 

동력  제어부의 순서로 탑재된다. 유닛모듈을 구성하는 2개

의 서 모듈  하나에는 유압동력부, 다른 하나에는 제어부가 

분산되어 탑재된다. 지면(Level 0)과 하는 무한궤도의 상부

에 1층 랫폼(Level 1)을 구성하여 송출모듈과 HPU  

기・ 자부를 내장한 내압용기(CAN)를 탑재시킨다. 그 로는 

2층 랫폼(Level 2)을 구성하여 리 버(오일탱크)와 유압제어

밸  블록을 탑재시킨다. 최상층(Level 3)에는 부력재 모듈을 

탑재하고 송출 과 엄빌리컬 이블이 연결된다.

Buoyancy Module

Valve Reservoir

Canister HPU

CAN 3 Valve

CAN 0 HPU

CAN 1 HPU

CAN 2 Valve

Level 1

Level 2

Level 3

B/M B/M B/M B/M

Valve

CAN

Reservoir

HPU

Valve

Dump Valve

송출장치

주행장치

채집장치 HPU CAN

Reservoir

CAN : 내압용기

HPU : 유압파워팩

B/M : 부력재

Level 0

Fig. 1 Basic concept of pilot miner robot

일럿 집 로 의 무게 추정치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총 량은 약 25톤이며, 수 량은 약 10톤이다. 평균 지압

은 약 7kPa이다. 

일럿 집 기 무게 측치

항 목 무게 부력 수 무게

1 채집장치 2,564 347 2,217

2 주행장치 7,712 1,825 5,887

3 송출장치 1,172 148 1,024

4 유압시스템 2,822 399 2,423

5 기/ 자시스템 673 137 536

6 진수.회수 장치 2,120 269 1,851

7 부력재 6,972 11,910 -4,938

기타

24,035 15,035 9,000

Table 1  Estimation of weight for pilot miner

2.2 4열 무한궤도 차량 모델

Fig. 1의 5,000m  일럿 집 로  개념을 활용하여 수치해

석을 한 4열 무한궤도 차량을 모델을 생성하 다(Fig. 2).

Fig. 2  Four-row tracked vehicle (FRTV) model

2.3 운동방정식

차량 고정 좌표계 한 주행차량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구해진다(Hong et al., 2002).

  


 



   (1)

 
 



   (2)

여기서 m과 J는 주행차량의 질량과 성모멘트 행렬을 나타

내고, VC와 ω는 주행차량의 무게 심에서의 병진속도와 회

속도를 나타낸다. W와 B는 주행차량의 무게와 부력을 나타내

며, A는 주행 차량의 자세행렬을 나타낸다. FS와 NS는 지반과 

차량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며, FW

와 NW는 유체 항에 의해 발생되는 힘과 모멘트를 나타나며, 

NB는 부력에 의한 모멘트를 나타낸다.



3. 연약지반 모델

토양의 지반반력은 토양의 수직응력과 단응력으로 나  

수 있다(Hong et al., 2002). 토양의 수직응력은 차량의 지면 

압력으로 표시되고, 압력-침하간의 계식에 의해 얻어지며, 

단응력은 물체와 하는 지면의 단변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정 침하의 함수로 표시되는 수직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Bode, 1991). 

 ⋅  
⋅  (3)

여기서 K1과 K2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p*는 Fig. 2에

서 기울기가 K1인 근선의 y 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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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sure-sink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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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ear stress-displacement model

연약한 착성 토양은 Fig. 3과 같이 일정 이상의 단변

가 발생하면 토양이 격히 붕괴되는 형 인 비선형성을 나

타낸다(Hong and Choi, 2001). Wong (1993)은 이러한 착성 

토양의 단응력을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제안하 다.

 























 


  





 (4)

여기서, 은 최  단응력을 나타내고 는 민감도로써 잔

류응력( )에 한 최  단응력의 비를 나타내며, 는 최

 단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의 단변 를 나타내며, 는 

단변 를 의미한다. 함수특성 곡선은 Fig. 3과 같다. 

토양의 단변 는 부가 인 동 침하(Slip sinkage)를 발생

시키는데, 그 표 은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p는 수직응력, s는 단변 를 가리키며, 상수 c0과 

지수 c1과 c2는 실험에서 구해진 값들이다. 

Hong and Choi(2001)은 물과 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해

연약지반을 모사하 으며, 식 (4)-(6)의 계수들은 침하 실험  

견인력 실험을 통하여 구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착성 

토양모델에 한 계수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Pressure-sinkage model

K1 2.0 m-1

K2 47.0 m-1

p* 10 kPa

Shear stress model

C 4 kPa

E 2.7

Kw 0.04 m

ø 0 deg

Cd 0.0

Dynamic sinkage model
pcrit 6.5 kPa

c0, c1, c2 0.17, 1.0, 1.0

Table 2  Data of soil model

4. 수치해석

4.1 시뮬 이션 조건

4열 무한궤도 차량의 선회 성능을 분석하기 수치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수치 시뮬 이션에 사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

다.

￭ 기  궤도 속도(V1) : 0.3, 0.5, 0.7 (m/s)

￭ 선회반경 : 10, 20, 30, 40m

선회반경을 활용하여 Table 2와 같이 선회비를 계산하 다

(Kim et al., 2010). 선회비는 다음과 같이 기  궤도 속도에 

한 각각의 궤도 속도에 한 비를 의미한다. 

 


  


  


(6)

Table 2의 선회비를 활용하여 기  궤도 속도에 해서 수치

해석을 수행하 다. 



Radius SR1 SR2 SR3

1 10 1.131737 1.263473 1.39521

2 20 1.059946 1.119891 1.179837

3 30 1.038801 1.077601 1.116402

4 40 1.028683 1.057366 1.08605

Table 2  Kinematic steer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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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urning trajectories of vehicle's CM

Fig. 4처럼 차량의 선회반경이 작은 경우, 차량은 정상 인 

선회가 불가능하 다. 이는 주행차량의 폭이 큰 반면에 선회반

경은 작기 때문에 차량의 회 모멘트가 크게 발생해야 선회가 

가능하나, 지반이 연약하여 큰 회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못하

기 때문이다. 한 선회반경이 큰 경우에도 차량은 정상선회를 

하나 한 을 심으로 원운동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000m  일럿 집 기의 개념을 활용하여 

4열 무한궤도 차량의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선회반경이 작은 경우, 정상 인 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선회반경이 증가할수록 차량의 정상 인 선회가 가능하

다. 하지만 한 을 심으로 원운동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 로  상세설계  집 로 의 채 경로 계

획에 활용될 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연구과제인 “심해  물자원 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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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 BP의 오일유출의 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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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sion on April 20, 2010 aboard the Deepwater Horizon, a drilling rig working on a well for the oil company BP in 
1,525m water depth below the surface of the Gulf of Mexico (GOM), led to the largest oil spill in history. After a series of failed efforts to 
plug the leak, the leaking well was capped on July 15, at least temporarily, marking the first time in 86 days that oil was not gushing into 

the GOM. This paper describes the causes and results of oil spill.

1. 서    론 

2010년 4월20일 밤10시께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베니스에서 남

동쪽으로 80여㎞ 떨어진 멕시코만 해상에서 BP가 운영중이던 석

유시추시설 ‘Deepwater Horizon’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1명이 사망했다. 

사고발생 이틀 뒤인 22일 시추시설이 해저로 침몰하면서 시추시

설과 유정을 연결하는 해저의 대형 철제 파이프(Drilling riser)에 

3개의 구멍이 생겨 원유가 해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광물관리청(MMS) 등 연방정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사

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유정내 이상압력으

로 인한 폭발을 막는 장치인 ‘Blowout Preventer’(BO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당시 경보장치

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인재(人災)의 성격이 다분하

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고발생후 지금까지 유출된 기름의 양은 CNN 추정에 따르면 

최소 303만배럴에서 최대 520만배럴에 달한다. 지금까지 미 역사

상 최대규모의 기름유출 사고인 1989년 알래스카 해역 엑손 발데

즈호 기름유출사건의 25만7천배럴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또 

세계 5대 기름유출 사고중 하나로, 1991년 1월 이라크군이 쿠웨

이트에서 철수하면서 유정과 원유저장시설을 파괴해 유출된 571

만배럴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유출된 기름띠는 현재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 앨라배마 해

안을 거쳐 팬서콜라 등 플로리다주 서부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다. 

연방정부에 의해 어로행위가 금지된 해역이 8만여 평방마일에 달

해 새우, 게, 굴양식 등 연근해 어업의 중심지였던 멕시코만의 수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다행히 원유유출공동대응센터는 23

일 어장이폐쇄됐던 멕시코만 해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만8천

344㎢에서 어획 재개 지시를 내리는 등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조

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미 정부는 사고직후 테드 앨런 미 해안경비대사령관

을 책임자로 하고, 관계부처 관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대

책반을 구성해 긴급유출원 차단 및 방제작업을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BP가 오일유출을 막기위해 기울인 날

짜별 방법들과 실패사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출의 원인과 결과들을 조사하였다.

2. BP의 오일유출 차단시도 
2.1 BOP의 재가동 시도 (2010년4월25일)

BP는 25일 바다로 원유가 유출되는 MC232의 Macondo well의 

BOP을 막기 위해 소형 잠수함과 비슷한 ROV를 4대 이상을 투입

하여 필요이상의 압력으로 원유가 쏟아져 나올 때 폭발을 방지하

기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BOP를 인위적으로 작동시키려고 하였

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BOP가 인위적으로도 작동

하지 않았다.

BP는 이들 로봇이 이번 임무와 같은 일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서 원유 유출을 막는 데 최대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림 2 BOP와 드릴라이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2.2 화학분해제 이용한 원유분해 (2010년4월30일)

그림 3 Wellhead 근처에 주입되는 Chemical Dispersant

BP는 유정봉압작업 수일이 걸릴것이라 예상하여 기존에 수면

위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학분산제등을 1,700m 해저에서 원유가 

떠오르기전에 분해하였다. 그러나 화학분산제의 성분인 Corexit

의 영향에 대해서 미지수 였으며, 해저에서 살포되는 경우가 처

음이었기에 우려가 커졌다. 또한 EPA(미국환경보호청)는 더욱 독

성이 약한 화학분산 용제를 사용 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현저한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2.3 Relief well 시추작업 시작 (2010년5월2일)

그림 4 Relief Well 개요도

Relief well 방식은 3개월이 소요되는 유정봉압 방식으로서 기

존의 유정의 옆으로 새로운 유정을 근접하여 설치한뒤 기존의 유

정의 oil을 intercept 시킨뒤 진흙과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기존의 

유정완으로완전히 막으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많은 시간이 걸

리지만 최종 기존 유정을 차단시키는 해결책이다. 지금까 o약 

40개의 Relief well이 성공 기존 수행되었고, 이번에 41번째 시

도를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작업을 위한 여러 준비단계가 수

행되어 왔고, 그동안 유출되는 기름을 수거하는 여러 방법도 동

시에 수행됐다.

2.4 대형 철제 차단 돔설치(Containment Dome / 2010년5월7일)

당시 유정과 석유 시추시설을 연결하는 파이프 두 군데 등 모

두 3곳에서 원유가 유출되고 있었고, 유출구를 막기위한 여러가

지 시도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BP는 4층 규모의 

대형 철제 컨테이너와 같은 시설물을 원유가 유출되는 구멍위에 

씌우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BP는 원유가 유출되고 있는 3개 철제 파이프관 구멍 중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구멍 위에 이 시설물을 씌울 경우, 원유 유출량의 

80%정도를 막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심해 특유의 

'가스와 물의 얼음 결정'인 '하이드레이트(水化物)'때문에 작업은 

중단됐다. 하이드레이트가 덮개에 달라붙으면서 설치를 방해하였

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향후 돔 내에 모인 원

유를 파이프를 통해 해상 시추선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림 5 Containment Dome (철제 차단돔)

2.5 Top kill & Junk shot (2010년5월26일)

BP는 계속되는 기름유출에 대한 비난 속에서 톱킬 방식을 진

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수면의 드릴쉽을 통해 진흙을 파이프로 

실어보내어 manifold에서 wellhead에있는 kill line과 choke line 

으로 진흙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서 초기에 이 진흙은 뿜어져 나

오는 원유의 압력으로 올라가다가 점점 진흙의 무게로 파이프를 

막게되고, 다시 manifold에 있는 부유물로 확실히 유정을 봉쇄하

는 작업이다. 이 역시 처음에는 성공의 가능성을 보이다가 수일

이 지나도 효과가 없자, BP는 톱길 방식도 실패하였다고 발표하

였다. 



그림 6 Top Kill & Junk Shot

2.6 LMRP Cap방법 

   (Lower Marine Riser Package  Cap / 2010년5월31일)

톱킬의 실패이후 톱캡으로 불리는 LMRP cap방식을 시도하였

다. 원유 유출구 위의 유출방지장치(BOP)에 연결된 파이프가 손

상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캡 방식은 BOP에 새 

캡을 씌우고 파이프를 연결, 원유와 가스를 여러 단계의 밸브를 

거쳐 해상에 정박한 배로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톱

킬보다 위험도가 컸다. BOP에 새 캡을 씌우자면 기존의 파손된 

파이프를 제거해야 하는데 자칫 지금보다 더 많은 원유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의 파이프가 이미 부러지긴 했어도 그나마 

유출량을 줄이는 마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P의 엔지니어들은 ROV 로봇들을 1,700m 해저에 

내려보내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의 부서진 부분을 잘라내고, 

BOP 상단에 위치해 있는 구부러진 파이프 부분을 diamond wire 

cutter를 이용하여 절단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캡과 함께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과 뜨거운 물을 내려

보낸다. 그 후 서서히 압력을 감소시킨뒤 다시 ROV를 통해 밸브

를 잠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정부분(하루에 10,000barrels)을 해

상에 정박중인 선박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완벽히 기름 유출

을 차단하지는 못 했다.

그림 7 Lowering LMRP

2.7 두가지 방법을 이용한 기름 추출 

             (Discover Enterprise + Q4000 / 2010년6월16일)

그림 8 Two Containment System

BP는 LMRP를 통해 설치한 새로운 캡을 설치후 Discover 

Enterprise호와 Q4000을 이용해서 기름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BP 

추정결과 5,000~10,000 barrels 하루에 끌어올리고, BOP 상단에 

설치된 캡을 통해서 추출되는 양까지 추정하면 15,000 barrels 정

도였다.

이 방식은 ‘톱킬’ 방식에서 이용되었던 장치들을 이용 manifold

와 파이프를 새롭게 설치하여 기름을 추출하고, 새롭게 LMRP를 

통해 설치된 캡을 통해서 Discover Enterprise호로 기름을 끌어올

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추가로 대기하고 있던 운반선들을 통해 

기름을 수송하였다. 반면 Q4000은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연소시키므로서 또 다른 환경적 이슈를 낳

기도 했다.

2.8 Sealing Cap 설치 준비 (2010년7월10일)

그림 9 A Better Cap

BP는 LMRP 절차를 통해서 설치한 캡보다 더 나은 캡을 설치

하기 위해 준비했다. BP의 계획은 이 새로운 캡을 통해서 완전히 

기름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BP는 이 Sealing cap에 BOP 장치와 비슷한 장치를 

설치하므로서 설치 과정동안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로 엔지니어



들이 압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캡 상단에 위치한 기공

이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을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한 캡 중앙에 얼음결정체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탄올 

또는 온수를 내보내도록 계획했다.

2.9 Sealing Cap 설치와 기름 검출 시설 추가 (2010년7월15일)

그림 10 7월 순경 상태

7월 15일, BP는 4개의 원유시설선을 통해 기름과 가스를 추출

하길 계획했다. 그리고 Q4000을 Toisa Pisces로 대체하여 해저상

에 떠 있는 riser에 연결시키고, 허리케인에 대비하여 연결을 해

체할 채비도 갖추었다. 같은날 Sealing Cap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후, 상단의 밸브를 잠금으로서 처음으로 기름 유출이 중단되었다.

2.10 Static Kill (2010년7월30일)

그림 11 Static Kill

BP는 Macondo well을 완전히 막기위해 “static kill”을 사용했

다. 이 방법은 지난 6월5일 실행되었던 “top kill” 방식과 비슷한 

것으로 기존의 장치와 설비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롭

게 설치한 캡이 기름의 유출을 미리 막아주고 있었으므로 엔지니

어들이 진흙을 낮은 압력에서 조금 더 낮은 속도로 집어넣었다. 

또한 BP는 "static kill"을 진행하면서 “relief well” 방법을 병행하

여 완벽하게 유정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2.11 Relief well 진행중 (2010년8월15일)

그림 12 Making Progress On The Relief Well

7월말 완료된 “static kill” 방법에서 BP 엔지니어들은 시멘트를 

metal casing pipe에 주입시켰고, 파이프와 시추공 사이의 빈 공

간인 annulus에 진흙과 시멘트가 가득차 있는 상태였다. 현재 BP

에서는 최소한의 실패 가능성을 두고 “bottom kill” 방법을 시도

하고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일 유출 사태인 BP Oil Spill 사고를 다루면서 그들이 수행한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현재 BP 사태는 현재 진행중

이며 총 40만 베럴의 오일을 유출 하였으며 9만8천 베럴의 화학

분해제가 사용되었고, 10만 베럴의 오일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해상에 남아있다. 또한 BP는 이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20조원의 

피해보상 펀드를 조성하였고, 10조원 이상의 처리자금을 사용하

였다. BP는 “statcis kill”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은 “macondo 

well”을 “relief well” 방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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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eds and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s and utilizations of ocean not only as the sources of renewabl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ut also as/for the counter-measurement for global warming, such as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have become higher and higher, 
especially to the countries  having limited land area and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an ocean utilization 

technology or  systems not only from an economical point of view but also from an ecological one. For this purpose, a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and/or index, by which the assessment and decision on the technology and system can be made more objectively,  might be 
effective,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simulation model, which was developed and report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odify a reasonable and quantitative index, with which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can be establish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risk.

1.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공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인

해 세계 경제는 급속히 팽창해 왔다. 세계 경제의 발달은 폭발

적인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항공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공항이 건설 되었다. 하지만 공

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해진 과도한 

육상의 개발로 인해 개발이 가능한 육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육상에서의 공항 건설은 공간상의 제약

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

로 해상 공항의 건설이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일본의 Kansai 국제공항이나 홍콩의 Chek 

Lap Kok 공항과 같은 해상 공항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하

지만 공항의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건설 예정지를 둘러

싼 논란이 되며, 특히 건설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 경제성 및 

환경문제가 논란의 화두로 떠오게 된다.

이 중,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성적인 평가가 대부

분이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가 문

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Rees and Wackernagel(Global Footprint Network, 2008)는 인

교신저자 박종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051-510-2480  jcpark@pnu.edu

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원이나 에너지 이용 및 폐기물 처

리 등에 필요한 생태계의 처리 능력(특히 CO2의 흡수)을 생산

성이 있는 토지(경작지, 목초지, 삼림, 생산력이 있는 수역, 생

산력 저해지)의 면적이 얼마나 소비되는가를 산출해 내는 생태

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이하 EF)을 제안했다. 하지만 

EF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통계 데이터를 반영하므로 장

래적인 가치나 수명, 기술의 혁신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IMPACT 研究委員会, 2008). 이에 일본 조선학회 

산하의 IMPACT(Inclusive Marine Pressure Assessment & 

Classification Technology) 위원회에서는 EF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기

법인 Triple I(이하, III)를 제안하였다(IMPACT 研究委員会, 

2008). 즉, III는 EF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영

향평가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II의 기반이 되는 EF는 

생산성이 다른 해역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등가계수만으로 평

가하고 있어 각각의 해역 특성에 따른 생산력의 차이점을 반

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III는 개발에 따른 연간 변화량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방법인 III와 EF

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항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 지구적인 환경영향을 육상

과 해상에 건설될 경우를 예로 들어 비교 평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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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and classification and equivalence factor from EF

Area type Equivalence factor (gha/ha)

Primary cropland 2.64

Forest 1.33

Grazing land 0.50

Marine 0.40

Inland water 0.40

Built-up land 2.64

2. Triple I (III)

2.1 Ecological footprint (EF)

EF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자원이나 에너지 이용 및 폐

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생태계의 처리 능력(특히 CO2의 흡수)

을 생산성이 있는 토지 (경작지, 목초지, 삼림, 생산력이 있는 

수역, 생산력 저해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

다(Global Footprint Network, 2008). 이러한 토지의 구분은 각 

유형의 토지들이 생산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을 

합산할 때, 등가계수(Equivalence factor)를 곱하여 평균적인 토

지면적으로 환산한다. Table 3에는 등가계수에 대한 예를 나타

낸다. 이러한 평균적인 토지 면적의 단위로는 Global hectares 

(gha)가 이용된다. 또한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염원을 

정화시킬 수 있는 토지나 수역도 동일한 형태의 등가계수를 

이용해 평균적인 토지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그 토지를 

Biocapacity(BC)라고 부른다.

EF는 인간활동으로 인해 생산력이 있는 토지가 얼마나 소비

되었는가를 산출해 내는 지표이며, BC는 실제로 지구의 처리

가능 용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BC와 비교하여 EF는 인류

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EF는 토

지 면적이라는 매우 단순하고 알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유

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급속도로 보급되어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EF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통계 데이터

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래적인 가치나 수명, 기술의 혁

신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IMPACT 研究委員

会, 2008). 따라서 정책결정에 이용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비교 평가해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2.2 Inclusive impact index (Triple I, III)

Triple I(III)는 EF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연환경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익을 포함시켜 

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개발되었다(IMPACT 研究

委員会, 2008). 개발의 영향을 생태계의 관점에서만 평가한다면 

EF의 개념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판단기준

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한 위해도(Human risk, HR)

나 경제적 가치 평가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III에서는 환경

적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를 

통합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해양이용기술이 적용되는 나라 또

는 지역의 EF와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비, 혹은 세

계의 총 EF와 총 GDP의 비를 도입한다. 따라서 이 환산계수

의 값이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평가의 가중치를 결

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III는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

한다.

  


  (1)

여기서 ER은 환경위해도(Environmental risk)를 HR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위해도(Health risk)로 정의한다. 또한 

는 ER을 EF로 환산하는 계수, 는 HR을 C(Cost)로 환산하는 

계수, B는 편익(Benefit)이다. 하지만 식 (1)의 III의 계산에 있

어서 ER이나 HR의 계산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계산이 까다

로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IMPACT 위원회(IMPACT 研究委

員会, 20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 (1)을 간략화한 IIILight를 제

안하고 있다.

  


  (2)

위의 식에서 III의 값이 0 보다 크면 EF가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개발하기 보다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III의 값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

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EF 보다 크기 때문에 개발이 타당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EF의 개량

EF에서 자연환경의 생산성을 EF의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등가계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양

의 등가계수의 경우 일부 특정해역에서는 육상에서의 생산력에 

비해 큰 값을 갖게 되는 등 육상에 비해 다양한 해양환경의 특

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인 등가계수가 적용되고 있어서 육상

의 등가계수의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산출되고 있다. 이는 

실제의 해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육상과 해상에서의 등가계수의 차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연안역에서의 일차 생산력의 차이에 따

른 EF의 등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서의 일차 생산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물의 광합성 식

(Campbell and Reece, 2005)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으

로 환산하였다.

  ⇔    (3)



Table 2 Primary production around coast of South Korea

Region
Primary

Productivity
Region

Primary
Productivity

Kyunggi-bay 320 Straits of Korea 40.56

Yellow sea 141 Straits of Jeju 270

Hansan-bay 189 East sea 547.5

Gamak-bay 334

Table 3 Modified equivalent factors around Korea

Region
Equivalent 

factor
Region

Equivalent 
factor

Kyunggi-bay 1.20 Straits of Korea 0.15

Yellow sea 0.52 Straits od Jeju 1.01

Hansan-bay 0.71 East sea 2.05

Gamak-bay 1.25

Table 4 Outline of construction for newly-proposed airport

Gadeok Miryang

Area 594 ha 748 ha

Cost 7.9×1012 won 8.5×1012 won

위 식의 분자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차생산량은 당

()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차생산으로 얻어진 당

의 무게의 1.47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일차 생산량(이인규, 

2001)을 나타낸다. Lalli and Parsons(1997)는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을 이용하여 특정에서의 샘플링을 통해 외해역(Open 

sea), 연안역, 그리고 용승역의 평균 일차 생산력이 각각 50, 

100, 그리고 300(gC·m
2·yr)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Table 2

에 보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일차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상

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차 생산력을 광합성 식 

(3)에 대입하여 개략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산출하고 이

를 산림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교하여 등가계수로 환산

하게 되면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

되어진 한반도 주변해역의 등가계수를 원래의 EF에서 사용하

고 있는 등가계수와 비교해 보면 대상 해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높은 일차 

생산력을 바탕으로 수정된 등가계수를 사용하여 후술하는 신공

항 건설로 인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한다.

Fig. 1 Location for newly-proposed airport

2.4 IIILight의 개량

전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III는 ER이나 HR의 계산에 있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IIILight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항운영으로 인한 비용-편익의 연간 변화량이나 개발

국가의 EF및 GDP의 연간 변화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용-편익의 연간 변화량이나 개발 대상 국가의 EFregion 

및 GDPregion의 연간 변화량 등을 고려할 수 있는 Beta-함수()

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IIILight의 Beta 버전인 IIILight_β를 제안

한다.

  


′′ ×× (3)

여기서 ′와 ′는 공항의 운영으로 인한 연간 소요 비용과 편익

이며, 는 공항의 운영기간을 나타낸다. 또한 는 공항의 연간 

이용에 따른 수익의 변화 또는 EFregion 및 GDPregion의 연간 변화 

등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함수이다.

3. 신공항 건설지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기법인 

IIILight_β를 이용하여 최근 국내에서 제안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 후보지 두 곳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3.1 신공항 건설의 개요

최근 국내에서 제안된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 예정 후보지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동측 해

안의 두 곳이다. 밀양의 경우에는 경남 밀양시 하남면에 건설

되는 육상공항의 형태이며, 부산 가덕도 동측 해안의 경우에는 

일본의 Kansai 국제공항이나 Chubu 공항과 같은 매립식 해상



Table 5 EF due to construction of new airports

Gadeok Miryang

CO2 emission caused 
by sand mining

2.03×106 t-CO2 2.81×106 t-CO2

CO2 emission caused
by sand transporting

1.51×106 t-CO2 4.65×106 t-CO2

EF due to sand mining 5.35×105 gha 5.40×105 gha

EF due to sand transporting 3.97×105 gha 8.94×106 gha

Total EF 9.32×105 gha 1.43×106 gha

Table 6 BC due to construction of new airports

Gadeok Miryang

Reduced productivity due to 
construction of airport

4.22×104 gha 1.57×105 gha

Appeared productivity due 
to construction of airport

1.30×105 gha 1.64×105 gha

Total BC 1.72×105 gha 3.21×105 gha

Table 7 Calculated factors for assessment of IIILight_β due to     

         construction of new airport.

Gadeok Miryang

EF due to construction 9.32×10
5 gha 1.43×106 gha

BC due to construction 1.72×105 gha 3.21×105 gha

EFregion/GDPregion 1.90×10
-7
 gha/won

Cost-Benefit -6.70×10
10 won/year

공항의 형태이다. 두 후보지의 공항의 건설에 따른 세부 사항

은 Table 4에 나타낸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3.2 EF의 계산

Table 4로부터 가덕도의 경우 총 공사면적은 594 ha, 밀양의 

경우에는 748 ha의 면적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공항의 건설에 따른 EF를 계산하기 

위해 건설 작업에 따른 원재료의 조달 및 가공, 그리고 자재의 

수송․건설 작업에 따른 CO2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총 CO2 배

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삼림지의 면적으로 

나눈 뒤 등가계수를 곱하여 EF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Murai and Yoan(2008)를 참고하여 신공항의 건설로 인

한 EF를 산출하였다. EF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 항목별 계산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낸다.

Fig. 2 Annual variation of IIILight_β (β=1.0)

Table 5에 나타낸 공사 기간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에 의

한 EF 계산 결과는 밀양이 가덕도에 비해 약 1.5배 큰 초기 EF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비행기의 진입표면 확보를 위해 

밀양 후보지 주변의 산지 절개량이 해상공항 건설을 위해 채취

되는 매립토의 양보다 약 1.38배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2 BC의 계산

신공항의 건설에 의한 BC는 공항의 건설로 인해 사라지는 

영역의 생산력과 이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생산력 저해지의 

생산력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공항의 건설로 

인해 사라지는 영역의 등가계수와 생산력 저해지의 등가계수

를 서로 더하여 얻어진 값에 최종적으로 공항의 면적을 곱해

서 BC를 산출해 낼 수 있다.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낸다.

신공항의 건설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BC는 밀양이 가덕도에 

비해 약 1.86배 크게 나타난다. 이는 밀양의 경우 신공항 부지

의 대부분이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

분 농경지를 포함하는 밀양 후보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건설부지 면적에 연안역에 비해 높은 등가계수가 곱해져 결과

적으로 BC의 값이 크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3.3 IIILight_β의 계산

IIILight_β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의 EFregion는 Global 

Footprint Network(2008)을 참고하였으며, 국내 GDPregion는 

IMF(2009)를 참고하였다. 또한 공항의 연간 수입과 지출에 관

해서는 정확한 예측 결과의 부재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2008

년 여객수(IIAC, 2009)와 예측된 신공항의 2020년 여객수(부산

발전연구원, 2010)의 비를 곱하여 신공항의 손익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낸다.

상술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신공항의 건설에 의한 IIILight_β

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신공항

의 건설로 인한 환경부하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상쇄하는데 소

요되는 기간은 가덕도의 경우 약 86년, 밀양의 경우에는 약 



Fig. 3 Annual variation of IIILight_β (β=0.4)

137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항의 건설로 인

해 동일한 손익이 예상된다면, 가덕도 동측해안에 공항을 건설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3.4 손익의 연간 변화율을 고려한 IIILight_β의 계산

앞선 계산에서는 공항의 손익을 2008년 인천국제공항의 실

적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하지만 IIAC(2009)의 인천국제공항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공항의 연간 수익률은 매년 변화하고 있

으며, 최근 5년간의 손익 증가율은 약 8%를 기록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의 손익 증가율의 

절반인 4%의 손익 증가율을 가정하여 신공항에 대한 IIILight_β

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낸다.

신공항의 손익증가율을 가정할 경우, IIILight_β의 값이 0 이하

가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가덕도의 경우가 약 38년, 밀양의 

경우 약 4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항의 손

익증가율을 고려한다면, 공항의 건설로 인한 환경부하를 경제

적인 이익으로서 상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한편, 공항의 손익증가율을 고려한 경우에도 

가덕도 동측 해안 후보지가 밀양 후보지의 경우에 비하여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제안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기

법인 IIILight에 Beta-함수를 적용하여 IIILight의 연간 변화율 및 경

제 성장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IIILight_β 기법을 수정·제안하였

다. 또한 III의 요소 중 하나인 EF를 추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역에서의 등가계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생산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등

가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 후

보지 두 곳에 대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기법인 IIILight_β를 적용

하여 건설로 인한 환경부하를 비교·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신공

항의 건설로 인한 환경부하의 증가를 상쇄시키는데 걸리는 기간

은 가덕도 후보지의 경우가 밀양 후보지의 경우 보다 짧게 나타

났다. 또한 기존의 III 기법에서는 III의 연간 변화율 및 경제성

장률과 같은 요소를 반영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Beta-함수를 적용한 결과, 환경부하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상쇄

시키는데 더욱 적은 기간이 소요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III 평가기법은 EF를 기반으로 하므로, 향후 개발되는 각 유형의 

개발지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등가계수의 산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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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alignment를 고려한 Conical transition 부의 

응력집중계수 해석

주성훈. 신장용. 김영관. 한익승(대우조선해양)

Generally, a crane adapter is connected with pedestal by butt joint. In this way, accuracy could be 
concerned at the installation stage. For this reason, this crane’s joint is made by cruciform joint. On the 
other hand the misalignment between adapter and pedestal is inevitable. Therefore, it’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ceptable misalignment value considering structural strength. This paper studies the 

verification for the acceptable misalignment value by theoretical calculation and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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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양구조물 이  곡선부의 굽힘 응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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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urved pipe 곡선 이 , Bending stress 굽힘 응력, Stress correction factor 응력 수정계수, Finite element analysis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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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are equipped with variety of pipes which inevitably contain curved portions. While it has been 
a usual practice to conduct the bending stress analysis of those curved pipes using the straight beam theory, this paper adopted four different 

types of finite elements; straight-beam, curved-beam, two-dimensional shell and three-dimensional solid elements,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a curved pipe and compared the analysis results to draw a conclusion that both two-dimensional shell and three-dimensional solid elements 
equally give reasonable results while both beam elements yield too low stress values. The paper ends with a practical suggestion on how to 

efficiently estimate the maximum bending stress in a curved pipe.

1. 서    론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 가 설치되며 

이들 이 는 축 응력을 완화하기 해 도입되는 루 (Loop)의  

코 부나 기타 방향 환을 해 꺾이는 부분에 곡선부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  곡선부에 굽힘 모멘트가 걸리는 경우 굽힘 

응력을 구하기 해 흔히 직선 보 이론을 용하거나 직선 보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박치모와 

배병일(2010)은 이  루 의 코 부를 각각 직선 보 요소, 곡

선 보 요소, 2차원 쉘 요소 그리고 3차원 고체 요소의 네 가지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이  곡선부의 곡률이 심할 경우 직선 보 이론은 물

론이고 곡선 보 이론조차도 큰 오차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선 보 요소보다 곡선 

보 요소가 더 큰 최  굽힘 응력 값을 주는데, 2차원 쉘 요소와 

3차원 고체 요소는 서로 비슷한 해석 결과를 주면서, 직선 보 요

소와 곡선 보 요소의 응력 차이보다 더 큰 차이로, 곡선 보 요소

의 응력 값 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직선 보 해

석보다 복잡하면서 어차피 큰 오차를 갖는 곡선 보 이론은 이 

경우 큰 의미가 없고 직선 보 해석 결과에 직선 보 해석 결과와 

2차원 쉘 요소 는 3차원 고체 요소의 해석 결과와의 차이를  

교신 자 박치모: 울산 역시 남구 학로 93

052-259-2156, cmpark@mail.ulsan.ac.kr

응력 확  계수의 형태로 곱해서 정도 높은 응력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  두께/직경 비와 곡선부 곡률/

직경 비를 갖는 이 에 해 직선 보 요소와 2차원 쉘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그들 결과를 비교하여 응력 수

정 계수를 구한 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  곡선부의 굽힘 응력 계산 시 간단한 직선 보 이론을 

용하고 그 결과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응력 수정 계수를 곱하

여 비교  정확한 응력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2. 해석 모델

2.1 기하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이  루  코 부의 응력이 루  코 부의 

곡률과 이  두께로부터 받는 향을 조사하고 이를 설계식

에 반 하기 하여 이  연구(박치모와 배병일, 2010)에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형 유조선( 공업, 2007)의 상갑  

상부에 설치되는 유압 이 를 해석 상으로 선정하 는데 

그 제원은 Table 1과 Fig. 1에 보인 바와 같다. 그런데 본 연구

의 주 심사는 이  곡선부의 해석이므로 Fig. 1에 보인 

이  unit에서 루  하나를 분리한 뒤 칭조건을 이용하여 그 

반쪽 [Fig. 2 참조] 부분을 택한 후 루  코 부의 곡률과 이

 두께를 달리하여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24개의 해석 모

델을 구성하 다. Fig. 1에 보인 원 모델의 루  코 부의 곡률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Table 1 Geometrical and material properties of analyzed 

        pipe system (JIS, 1988; ABS, 2008)

Outer diameter 
(mm)

Thickness
(mm)

Distance from
 N.A. (mm)

34.0 3.4  19,940

Young's
 modulus(GPa)

 Shear
modulus(GPa)

Yield stress
(MPa)

Allowable
stress(MPa)

200 76.9 215 119.44

1250

ㆍㆍㆍ

10000

670

9002000010000 900

 =102

Fig. 1 Modeling of a hydraulic oil pipe [unit: mm]

Fig. 2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Table 2 Names of analysis models

          curvature

thickness(mm)
1do 1.5do 2do 3do 4do 5do

1.13 (  =30 ) M1-1 M1-2 M1-3 M1-4 M1-5 M1-6

1.70 (  =20 ) M2-1 M2-2 M2-3 M2-4 M2-5 M2-6

3.40 (  =10 ) M3-1 M3-2 M3-3 M3-4 M3-5 M3-6

6.80 (  = 5 ) M4-1 M4-2 M4-3 M4-4 M4-5 M4-6

반경은 이  외경의 3배 (  )인 102mm인데 여기서는 

이를  ∼  범 에서 여섯 가지로 변화시켰고, 이  

두께는 이  외경을 고정한 채 내경을 변화시켜 달리하 다.

2.2 하중 및 경계 조건

곡선 보에 직선 보 이론을 용할 때 최 응력 값의 주된 

오차는 굽힘 응력에서 유발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굽힘 응력 

부분에서의 오차를 악하기 하여, 이  단면에 걸리는 법

선력과 단력의 향을 배제하고 루   구간이 순수 굽힘 

상태에 놓이도록, 루  하단 F 에 모멘트(M=340,000N-mm)를 

용하 다. 경계조건은 하 조건을 히 구 하도록 Fig. 2

에 보인 바와 같이 용하 다.

3. 유한요소해석

3.1 유한요소 모델링

앞서 언 한 루  반쪽 부분에 해 Table 3에 보인 두 가지 

방법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여 MSC/NASTRAN으로 해석

을 수행하 는데, Fig. 3, 4는 Table 2에 보인 해석모델  

표 으로 M3-4에 한 두 가지 방법 각각의 유한요소 모델링

을 보여주고 있다. 즉, Fig. 3은 Modeling Ⅰ의 직선 보 요소

를 이용한 유한요소모델을 Fig. 4는 Modeling Ⅱ의 2차원 쉘 

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3.2 해석 결과

3.2.1 변형 형상

Table 2에 보인 총 24개의 해석 모델 각각에 하여 앞서 언

한 두 가지 모델링 방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해석모델 M3-4에 한 변형 형상을 표 으로 Fig. 5

에 정리하 다.

Table 3 Four different finite element models

Modeling Ⅰ Modeled with straight beam elements

Modeling Ⅱ Modeled with 2-D shell (QUAD4) elements

Fig. 3 Modeling Ⅰ (937 elements)

Fig. 4 Modeling Ⅲ (80x936=74880 elements)



 

     (a) Modeling Ⅰ                (b) Modeling Ⅱ

Fig. 5 Deformed shape of the models

Table 4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1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12.91

2-D shell(2) 150.78 362.39 150.54 351.32 15.28

Ratio (2)/(1) 1.010 2.428 1.009 2.354 1.184

Table 5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2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14.35

2-D shell(2) 150.83 285.64 150.66 275.51 16.44

Ratio (2)/(1) 1.011 1.914 1.009 1.846 1.146

Table 6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3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15.87

2-D shell(2) 150.80 228.02 150.66 232.14 17.68

Ratio (2)/(1) 1.010 1.528 1.010 1.555 1.114

Table 7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4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19.15

2-D shell(2) 150.62 206.02 150.54 206.07 20.69

Ratio (2)/(1) 1.009 1.380 1.009 1.381 1.080

Table 8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5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22.72

2-D shell(2) 150.72 193.79 150.66 193.82 24.09

Ratio (2)/(1) 1.010 1.298 1.009 1.299 1.061

Table 9 Maximum bending stresses in each segment for 

        M3-6 (t=3.40mm,   )

Max. bending stress (max :MPa) Disp. at 
pt. F 
(mm)BC CD DE EF

FEM
str. beam(1) 149.24 149.24 149.24 149.24 26.60

2-D shell(2) 150.59 185.70 150.54 185.75 27.86

Ratio (2)/(1) 1.009 1.244 1.009 1.245 1.047

3.2.2 응력 및 변위

Table 2에 보인 총 24개의 모델에 한 응력  변 를 계산 

하여 표로 정리하 는데, 본 논문에는 이들  t=3.4mm에 해

당하는 M3-1, M3-2, M3-3, M3-4, M3-5, M3-6에 한 결과만을 

각각 Table 4~9로 나타내었다. 이들 Table에서의 응력 값은 

Fig. 2에 보인 각 구간  직선 구간인 BC, DE 구간의 경우 

구간 앙 단면에서의 최  굽힘 응력을, 곡선 구간인 CD, EF 

구간의 경우 구간 내 최  굽힘 응력을, 변 는 F 의 변 를 

나타내었다. 이들 Table 모두가 직선 구간인 BC, DE 구간에서

는 두 모델링 방법에 해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2-D 쉘 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이 바르게 수

행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4. 굽힘 응력 수정계수

4.1 정의 및 결정 방법

앞서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응력 값을 직선 보 요소에 의한

응력 값으로 나  값을 굽힘 응력 수정계수( )로 정의하고, 

실용 목 상, 이  곡선부의 응력 값을 구할 때 직선 보 이

론에 의한 응력 값에 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곡선 

구간인 CD, EF 구간의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응력 값은 체

로 서로 비슷한 가운데 다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곡선 

효과라기보다는 F 의 경계조건의 향으로 단되어 EF 구

간보다는 CD 구간에서의 두 해석 방법에 의한 응력 비를 굽

힘 응력 수정계수로 취하도록 하 다.

4.2 파이프 두께 및 곡선부 곡률의 영향

Table 2에 보인 바와 같이 이  두께와 곡선부의 곡률반경

을 달리한 모든 해석모델에 한 굽힘 응력 수정계수를, Table 

4~9와 생략된 같은 형태의 나머지 모든 Table의 자료를 토

로 Table 10에 정리하 다. 아울러 F 의 수평 변  비( )도 



Table 10 Correction factors for maximum bending stress in 

         corner portions of the loop; 

          curvature

thickness(mm)
1do 1.5do 2do 3do 4do 5do

1.13 (  =30) 1.71 2.09 2.42 2.43 2.13 1.84

1.70 (  =20) 2.28 2.55 2.47 2.01 1.58 1.38

3.40 (  =10) 2.43 1.92 1.53 1.38 1.30 1.25

6.80 (  = 5) 1.90 1.52 1.39 1.26 1.21 1.17

Table 11 Correction factors for maximum displacement of 

         the loop; 

          curvature

thickness(mm)
1do 1.5do 2do 3do 4do 5do

1.13 (  =30) 1.89 1.81 1.74 1.59 1.47 1.38

1.70 (  =20) 1.52 1.46 1.40 1.29 1.22 1.17

3.40 (  =10) 1.18 1.14 1.11 1.08 1.06 1.04

6.80 (  = 5) 1.08 1.07 1.06 1.05 1.05 1.05

Fig. 6 Correction factors for maximum bending stress in 

         corner portions of the loop; 

Fig. 7 Correction factors for maximum displacement of 

         the loop; 

Table 11에 정리하 다. 한 Table 10, 11을 그래 로 표 하

여 각각 Fig. 6, 7에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  곡선부의 굽힘 응력 계산 시 직선 보 

이론에 의한 해석의 문제 을 밝히고, 다양한 기하학  특성을 

갖는 이 에 해 각각 직선 보 요소와 2차원 쉘 요소를 사

용한 유한요소해석을 별도로 수행한 뒤 이들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 다.

(1) 직선 보 요소로 해석한 굽힘 응력  변 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계수를 다양한 치수 비에 하여 표의 형태로 제안

하 다.

(2) Table 4~9가 보여주듯이 직선 보 요소와 2차원 쉘 요소

를 사용한 유한요소해석 의 응력 값이 직선구간의 경우 1% 내

외의 차이에 머무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수행한 2차원 

쉘 요소에 의한 유한요소해석은 충분히 정확한 것으로 단된

다.

(3) Table 10이 보여주듯이 굽힘 응력의 수정계수 값이 2.55

에까지 이르는 으로 볼 때 직선 보 이론에 의한 이  곡

선부의 해석 결과는 반드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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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곡 의 좌굴강도의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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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lots of equations that Buckling/Ultimate strength concepts for flat plate were developed by 
classifications. However, developing design equation of curved plate was insufficient compare to much research and analysis 
for Lightweight and safety of ship structure. In this research, FEM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x dimension and load cases 

which have been often used range in ship structure. each buckling strength of classification rule were compared with FEM 
result.  And each background of classification rule buckling strength is analyzed..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  해양구조물에서 다양한 용 범 를 

보이고 있는 곡 의 좌굴강도 계산 기 에 한 벤치마킹 연구

를 수행하 다. 다양한 기하학  형상을 가지는  구조물에 

해 유한요소해석 기반 탄성좌굴 해석을 수행하여 좌굴강도를 결

정하 으며 그 결과를 9개의 주요선  (ABS, BV, DnV, GL, KR, 

LR, NK, RINA)의 좌굴강도 평가기 과 비교하 다. 

곡 이나 한 연구는 상 으로 제한 인 결과만을 제시하

고 있다. 이로 인해 곡  좌굴강도 선 규정은 평 의 계산 기

에 비해 역학  기술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그 이유로는 

곡  좌굴 거동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설계 기 에 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C/NASTRAN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곡 의 좌굴강도를 계산하여, 8개 선 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기 들과 벤치마킹 하 다. 벤치마킹을 통하

여, 선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유한요소 모델과 해석기법 

2.1 벤치마킹에 사용된 재료와 모델 

벤치마킹에 사용된 Material은 고장력강(AH32)를 사용하 다. 

다음의 표1 과 같은 재료 상수를 사용하 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curved plate 

Material
High Tensile Steel

(AH32)

Elastic Modulus 206 GPa

Poisson' Ratio 0.3

Yield Stress 315 MPa

Fig. 1 Cylindrically curved plate

본 논문의 벤치마킹에 사용된 곡 형상은 그림 1과 같이 보강

제 사이의 단순지지 경계조건의 곡 구조이다. 여기서 폭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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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1000mm로 고정을 하고  길이방향을 a를 3700으로 고정하

다. 그리고 측면 각과 곡률반경을 θ, R 로 정의 하 다. 

2.2 유한요소 해석기법

  Mesh 스터디를 통하여 얻은 최적의 요소의 개수로 16×60 인
960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계조건은 네변 단순 지지 조건

(simply supported condition)을 구현하였다.
  그림2은 종방향 하  하에 탄성좌굴형상(a)과 비선형 좌굴 

형상(b)이다. 측면 각이 약 3~7도 사이의 박 에서 2차 좌굴이 

발생하 다. 이는 하 에 의한 변형  좌굴 모드의 변하로 인

하여 강도 하가 일어나고 스트 스 스트 인 커 에서 스넵

백 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7~35도 사이의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곡  고유의 모드와 좌굴 형상이 나왔다.

(a) Elastic buckling

(b) Nonlinear buckling

Fig. 2 Buckling modes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aspect 

ratio: 3.7, flank angle: 30°)

(a) 2°

(b) 5°

(c) 10°
Fig. 3 Elastic buckling mode varying flank angle

  그림 3은 곡률별 탄성좌굴 모드를 보여 주고 있다. 빨강실선

은 압축하 을 나타내고 있으며 란실선은 인장을 나타내고 

있다. 2도일 때 평 과 같은 반 수를 보이고 있으며 7도 이상

으로 갈수록 형 인 곡 의 좌굴 모드로 바 다.

3. 유한요소해석 결과 

3.1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4는 종방향 하 을 받는 종횡비 3.7 곡률 5도 곡 의 스

트 인 스트 스 커 이다. 이 그래 에서 박 의 경우 2차 좌

굴로 인한 스트 스와 스트 인이 동시에 떨어지는 스넵백 상

이 일어난다. 이는 비선형 해석시 탄성좌굴해석의 기모드와 

다르게 모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상이다. 이 의 많은 연구

에서는 이를 수치  에러로 취 하 으나 근래의 연구에서는 실

험 인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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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of a curved plate (b = 1000 mm, a/b = 3.7, 

flank angle = 5°, longitudinal compression loading)



Fig. 5 Change in buckling mode of the curved plate with a 

flank angle o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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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of a curved plate (b = 1000 mm, a/b = 3.7, 

flank angle = 30°, longitudinal compression loading)

그림 5는 2차좌굴시 모드변화의 형상이다. 이 상은 주로 

3~7사이의 곡률을 가진 박 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림 6에서는 

종방향 하 을 받는 종횡비 3.7 곡률 30도 곡 의 스트 인 스

트 스 커 이다.  

그림 7은 각 세장비별 최종강도를 나타 내는 그래 이다. 여

기서 곡률이 5인 곡 은 2차좌굴로 인하여 박 에서 평 보다 

낮은강도를 가진다.

Figure 1 shows the results of the critical buckling strength 

for a curved plate to represent the comparison between class 

rule and finite element analysis using the commercial code 

NASTRAN. As shown in figure 1, the critical buckling 

strengths of both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and class 

rule were in relative agreement for thicker plates. However, 

for thinner plates, the results of the critical buckling strength 

showed significant errors because the curvature reduction 

factor used in the class rule equations do not currently reflect 

the buckling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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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longitudinal ultimate strengths of a 

curved plate, flat plate, and Faulkner's formula

4. 선  룰분석  벤치마킹 

4.1 선 룰과 유한요소해석결과 비교

Fig. 8 Configuration of the curved plate

그림 8은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선  룰의 비교이다. 박 으로 갈

수록 스 터가 넓어지고 후 일수록 비교  근사한 값을 가졌다.



4.2 두깨의 필요치

아래 그림 9,10,11 은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같은 강도를 가지

는 선 룰의 의 두깨와의 비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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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quired thickness of curved plat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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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quired thickness of curved plat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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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quired thickness of curved plate (30°)

여기서 GL, NK, KR, LR, DNV, RINA, BV등은 후 으로 갈

수록 소성값에 수렴을 하는 형태의 식이다 따라서 이해석의 

315MPa 의 값을 가지려면 두깨 값이 무한 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래 에서는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 인 선 룰은 곡률 5도 근처의 2차 좌굴을 무시하기 때문

에 이부분에 하여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9개 선 기 의 룰 분석과 유한요소해석 로

그램인 MSC/NASTRAN을 사용하여 비교분석 하 다.

(1) 하 방향에 따라 모드가 변화하고 종방향 하 의 5도 근

처의 박 에서는 2차좌굴이 발생한다.

(2) GL, NK, KR, LR, DNV, RINA, BV등은 후 으로 갈수록 

소성값에 수렴을 하는 형태의 식이다

(3) 종방향 하 시에 선  룰은 2차좌굴을 설계값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후    기  

본 논문의 내용은 삼성 공업  7개 선 기  (KR, NK, LR, 

GL, ABS, BV, RINA)과의 공동연구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

며,  기 의 후원과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ASERC)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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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형상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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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On the shape optimum design of structura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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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Shape optimization, Isogeometric analysis, commercial package.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comparing the optimum designs based on the isogeometric analysis with those by using commercial 
package. For this relatively simple structural members are chosed to illustrate the validity of shape optimization based on isogeometric analysis.
The isogeometric analysis procedure has been integrated with the optimization procedure to deal with the optimization problem. From the 
illustrated optimized results, shape optimum design based on isogeometric analysis shows good aggrement with that by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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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배관에서 전파되는 유도초음파 특성 분석을 위한 기초실험

이주원*․신성우**․나원배*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부경대학교 안전공학부

Preliminary Experiment for Analysis of Guided Waves Characteristics 

in Buried Pipes

Juwon Lee*, Sung Woo Shin** and Won-Bae Na*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Division of Safety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KEY WORDS: Buried pipe inspection 매립배관 탐상, guided waves 유도파, attenuation 감쇠, DISPERS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buried conditions on signal intensity of guided waves. Excitation mode and frequency were 
selected using dispersion curve analysis of guided waves modes. Guided waves were generated by the angle beam probe method and the signals 
were excited and received through the pitch-catch method. For the investigation, buried length and soil condition were considered as experiment 

parameters. The signal from unburied pipe was decided as an criterion and compared with other signals from buried condition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signal intensities of guided waves are largely affected by the buried length and soil condition.

1. 서  론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법은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원거리의 위치를 탐상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긴 거리에 걸쳐 설치

된 배관 라인과 같은 구조물을 대상으로 그 적용성과 탐상기법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배관이 매립되어진 

경우 주변 지반으로 유도초음파 에너지의 누설이 발생하여 전파

거리가 지상 배관에 비하여 매우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Long 등(2003)은 매립배관 내부의 유체를 

통해 전파되는 water-borne 모드를 이용하여 전파 거리 및 감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Kwun 등(2004)은 내부 유체에 영향을 받

지 않으며 비분산적인 비틀림 모드를 이용하여 매립배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Lee 등(2010)은 다짐과 포화도를 변수

로 하는 지반 모델을 이용하여 유도초음파의 감쇠에 영향을 주

는 지반의 특성(밀도, 체적종파속도, 체적횡파속도)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거리 전파 후보 모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매립 조건에 따른 유도초음파의 감쇠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매립배관 탐상에 유효한 장거리 전파 모드를 

식별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매립 구간의 길이와 

매립토의 특성에 따른 유도초음파 신호 강도의 변화를 실험적으

로 조사하였다. 

교신저자 나원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051-629-6588  wna@pknu.ac.kr

2. 연구 방법

2.1 실험구성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은 Fig. 1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각입사 방식으로 유도초음파를 발생시켰으며, 가진 

과 수신센서를 사용하는 Pitch-Catch 법을 사용하여 2000mm 의 

전파거리를 가지는 신호를 취득하였다.

배관의 일부 구간을 모래(Dry sand)를 이용하여 매립하였으

며, Fig. 2와 같이 매립 조건을 달리하여, A. 매립 길이 변화, B. 

매립토 조건 변화의 두 가지 실험 변수를 고려하였다.

2.2 배관의 물성치 및 장비의 특성

실험에서 사용된 배관은 KSD 3507 규격의 탄소 강관이며, 그 

치수와 물성치를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

된 센서와 Wedge의 특성은 Table 3과 같으며, 센서의 중심주파

수 100kHz를 본 실험에서는 가진주파수로 사용하였다.

2.3 가진 모드 및 입사각의 결정

경사각 입사 방식의 Pitch-Catch 법에서는 사용하는 Wedge의 

초음파 전파 속도보다 위상속도가 빠른 모드의 가진 만이 가능

하다. 따라서 적절한 모드의 선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위상 

속도 및 군속도 분산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a)는 유도초음파의 분산곡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인 

DISPERSE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공기 중에 있는 배관에 존재

하는 축대칭 유도초음파 모드의 위상속도 분산곡선이다.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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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Table 2와 3에 정리되어진 센서의 중심주파수, Wedge의 

초음파속도를 이용하여 L(0,2) 모드를 본 실험의 가진 모드로 결

정하였다.

또한 다음 식 (1)과 같은 Snell의 법칙을 이용하여 입사각을 

결정하였다. 







                                              (1)

여기서 과 는 Wedge의 초음파 전파속도와 가진 모드의 

위상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또한, 와 는 입사각과 전파방향

(=90°)을 각각 나타낸다. 결정되어진 가진 모드와 Wedge의 초

음파속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입사각은 30°이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Experimental parameters

Table 1 Dimensions of steel pipe (mm)

Length
Outside

diameter

Inside

radius

Wall

thickness

3000 114 53 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pipe

Density

[Kg/m3]

P-wave velocity

[m/sec]

S-wave velocity

[m/sec]

7932 5960 3260

Table 3 Characteristics of used equipments

Center frequency of sensor

[kHz]

Wedge velocity

[m/sec]

100 2720

(a) Phase velocity dispersion curves

(b) Group velocity dispersion curves

Fig. 3 Dispersion curves of axisymmetric modes propagating on 

an air-filled and air-surrounded steel pipe



(a) buried dry sand (300mm)

(b) buried dry sand (600mm)

(c) buried wet sand (300mm)

Fig. 4 Amplitudes vs. the change of buried conditions

Fig. 5 Max amplitudes vs. the change of buried conditions

3. 결  과

3.1 수신 신호의 모드 판별

시간 영역에서 얻어진 신호는 Fig. 4와 같이 여러 모드가 중

첩되어 있어 목표 모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모드의 

판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Fig. 3(b)의 군속도와 센서간의 거

리를 이용하여 도달시간을 계산하였다. L(0,2), T(0,1), L(0,1) 모

드 각각의 도달시간은 0.369msec, 0.615msec, 0.71msec로서, 처

음으로 도달하는 신호를 L(0,2) 모드로 판단할 수 있다.

3.2 매립 조건에 따른 신호 강도 변화

매립 조건에 따른 신호강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비매립 

배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립 배관에서 

획득한 신호를 비교하였다. Fig. 4(a)와 4(b)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매립 길이가 길어질 수로 L(0,2) 모드의 최대 진폭이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립 구간 길이가 신호의 감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비매립 배관과 300mm가 매립된 경우의 최대 진폭은 

Fig. 5와 같이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매립 길이가 600mm인 

경우 최대 진폭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젖은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한 경우 Fig. 4(c) 및 Fig 5와 같

이 마른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한 경우보다 진폭 변화가 큰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매립배관에서 전파되는 유도초음파의 특성 분

석을 위해 기초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매립 길이의 

변화가 유도초음파의 신호 감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매립 

길이에 따라 신호가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매립토의 상태 또한 유도초음파의 신호 감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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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t is emphasized to consider fluid-soil-structure interaction in seismic analyses for caisson structures to acquire more 
robust design practice. This study presents a seismic analysis of a double cylinder-type slit caisson by considering fluid-soil-structure interaction. 

In the analysis, The fluid was assumed by the added mass, the double cylinder-type slit caisson was modelled by solid and shell elements. Three 
seismic waves were considered for the analyses such as Hachinohe, Ofunato, and artificial sesmic waves. Then, seismic waves were used to 
obtain the dynamic responses (displacements and stresses) of the caisson structure using an explicit time integration procedure in ANSYS.      

1. 서    론 

  초기의 지진해석의 경우 지반의 영향을 미소하다고 판단하

여 지반을 고려하지 않거나 강체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국내의 경우, 지진대에 위치하지 않고 지진에 피해가 크지 

않으며 지진빈도도 높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반도의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

에 대비한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나 기존 구조물의 

지진 안정성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항만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의 안전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내진해

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케이슨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외해

에 위치하고 연약지반에 설치된다. 따라서 케이슨의 내진해석 

시에는 외부의 유체와 하부지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물의 지진해석은 동하중을 등가의 정적하중으

로 변환하여 간편하게 해석하는 진도법(임정열 등, 2003; 건설

교통부,2003; Hashash 등, 2001)과 지진하중이 외력으로 가

해지는 경우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구조물의 변위를 

교신저자 나원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번지

051-629-6588 wna@pknu.ac.kr

산출하는 동적해석법(황성철과 백인열, 2005; 이승철 등, 2004; 

최광규 등, 2010)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진도법과 같은 유사정

적 해석법은 동하중을 정적하중으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동적해석법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의 관성력을 시간이력에 따라 고려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의 해석이 가능하여 근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케이슨과 같은 해안구조물의 지진해석의 

경우 하부지반과 외부 유체를 고려하여 유체-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이 수행되었다(김두기 등, 2004). 

  본 연구는 이중 원통형 슬릿케이슨을 대상으로 유체-지반구

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외부 유

체의 경우 부가질량으로 고려하였으며 지반과 케이슨을 모델

링하여 3개의 지진파(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를 동적

하중으로 재하하여 동적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이중 원

통형 슬릿케이슨 구조물의 동적응답(변위, 응력)을 알아보았다.

2. 내진해석  

2.1 유한요소 모델링

대상 구조물은 Fig. 1과 같은 단면형상을 가지는 이중 원통형 

슬릿케이슨이다. 이중 원통형 슬릿 케이슨은 기존의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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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릿 케이슨과 달리 2개의 원통 형태로 되어있으며 내부 격실이 

원통형으로 이루어져있어 파의 감쇠와 정온도 확보에 유리하다. 

대상 이중 원통형 슬릿케이슨은 외부 원통의 지름은 29.06m, 내

부 원통의 지름은 17.1m이며 높이는 20m이다.

Fig. 2은 지반과 케이슨 구조물의 모델을 나타낸다. 동적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유공케이슨은 8개의 

노드를 가지는 solid요소(Solid45)와 4개의 노드를 가지는 shell

요소(Shell63)로 모델링되었다. 케이슨 하부의 경우 solid요소로 

상부 원통의 경우 shell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하부지반의 경우 solid요소(Solid45)로 모델링되었다. 케이슨

의 하부지반은 Fig. 3과 같으며 Table 2의 하부지반의 물성치에 

따라 층별로 모델링하였다.

Fig. 1 A sectional view of double cylinder-type slit caisso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Young‘s modulus (GPa) 27

Poisson ratio 0.17

Density (kg/m3) 2400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each ground layer 

Young's

modulus 

(MPa)

Density 

(kg/m3)

Poisson 

ratio

DCM layer (95%) 100 2000 0.17

DCM layer (50%) 70 2000 0.17

Sand layer 70 1800 0.35

Weathering soil layer 100 1800 0.35

weathered rock layer 140 2100 0.30

Fig. 2 Finite Element model

Sand layer

Weathering soil layer
Weathered rock layer

Deep Cement Mixing layer (95%)

Deep Cement Mixing layer (50%)

2.4m

19.8m

5.3m

1.0m

5.0m

Fig. 3 Ground profile under double cylinder-type slit ca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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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key map of added mass method

2.2 유체-지반-구조물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직접법을 사용하였다. 직접법은 가상경계와 동일한 상호적용 

범위선에 전달경계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계조건을 만족시켜주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경

우, 구조물 혹은 구조물에 근접한 지반을 모형화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하였다. Fig. 2의 모델링 상에서 

하부 지반의 경계부에 Spring-Damper요소(Combin14)를 사용하



여 무한 경계를 모사하였다. 

  유체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은 부가질량법을 사용하였다. 부가

질량법의 경우 구조물에 분포하는 동수압을 구조체에 부가된 

질량으로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부가질량은 구조물과 유

체의 접촉면에 위치한 절점에서 절점이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

하여 구하며 유체의 부가질량은 다음 식으로 산정된다. 

  

∙                                    (1)

 





∙        (2)

여기서, 는 유체의 밀도, 는 수면으로부터 수심 h에 작용하

는 질량을 나타내고  는 수심 과 사이의 부가질량을 나

타낸다. 부가질량의 개념도는 Fig. 4와 같다. 

  부가질량이 산정되면 이를 구조물의 유한 요소 모델에서 벽면

의 각 절점에 부가하여 동적 해석을 실시한다. 유체의 부가질량

효과는 그 질량의 일부가 구조물 벽체에 부가된 것처럼 거동하

는 것으로, 원래 구조물의 고유주기보다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가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동압력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다.

2.3 지진파 산정

  지진파는 3개의 지진파(Hachinohe, Ofunato, 인공지진파)를 

동적하중으로 재하하였다. Fig. 5는 3가지 지진파 중에 인공지진

파의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부에 지진가속도를 재하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실제의 지진과 유사하게 하부 지반

의 거동에 따라 상부 케이슨에 발생하는 동적응답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Table 3 Maximum stresses of each seismic wave

Maximum stress (MPa)

Hachinohe seismic wave 2.39

Ofunato seismic wave 1.34

Artificial seismic wave 1.28

Fig. 5 An artificial seismic wave

Fig. 6 Normal stress at caisson in the Hachinohe seismic wave

Fig. 7 Normal stress at caisson in the Ofunato seismic wave

Fig. 8 Normal stress at caisson in the artificial seismic wave

3. 결과

  3가지 지진파에 대한 지진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6~8은 각 지진파에 의해 이중 원통형 슬릿케이슨에 발생하는 

응력을 나타낸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이슨의 하부에 응

력이 집중되었다. 각 지진파별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최대응력은 Hachinohe 지진파에서 2.39MPa가 

발생하였다.



Fig. 9 Absolute displacement at caisson in the Hachinohe 

seismic wave

Fig. 10 Absolute displacement at caisson in the Ofunato seismic 

wave

Fig. 11 Absolute displacement at caisson in the artificial seismic 

wave

  Fig. 9~11은 각 지진파별 최대변위가 발생하는 지점의 절대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Fig. 9의 Hachinohe 지

진파의 결과에서 발생한 최대변위는 187.5mm이다. Ofunato 지

진파의 경우 49.6mm, 인공지진파의 경우 101.8mm의 최대 변

위가 발생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케이슨의 상부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지진을 모사하기 위하여 지반에 지진

가속도를 재하하여 케이슨의 하부를 중심으로 케이슨이 롤링

(rolling)운동을 한다. 따라서 케이슨의 하부에서 최대응력이 발

생하고 케이슨 상부의 변위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이

중 원통형 슬릿케이슨의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3개의 지진파

를 동적하중으로 재하하여 동적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케이슨 구조물의 동적응답(변위, 응력)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최대응력은 Hachinohe 지진파를 재하한 경우 케이슨의 하

부에서 2.39MPa가 발생한다.

(2) 최대변위는 케이슨의 상부에서 Hachinohe 지진파를 재하

한 경우 187.5mm이다. 

(3) 지진파에 의해 케이슨 구조물이 롤링(rolling)운동을 하게

되어 최대변위의 경우 구조물의 상부에서 발생하고 최대응력은

구조물의 하부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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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Buckling 좌굴, Curved Plate 곡  , Axial Compression 축방향하  , Buckling strength 좌굴강도 , Ultimate strength 

최종강도 , Slenderness ratio 세장비 , Initial deflection 기처짐 , Curvature 곡률

ABSTRACT: A ship structure is basically an assembly of stiffened panel elements and an estimation of the maximum 

load-carrying capacity or the ultimate strength of these members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the safety assessment and 
rational design of the structure. In general, cylindrically curved un-stiffened and stiffened plates are often used in 
ship/offshore structures, for example at wind tower, spa structure, side shell plating at fore and aft parts and bilge circle 

part in the merchant vessels .It has been known that role of curvature increases the buckling strength of a plate under 
compressive loading, and ultimate load-carrying capacity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In the present paper, to clarify and 
examine the fundamental buckling and collapse behaviours of between unstiffened and stiffened curved plates subjected to 

combined axial compression and lateral pressure, a series of elastic and elasto-plastic large deflection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commercial FE-Analysis program (MSC/PATRAN, NASTRAN). On the basis of the numerical results, effect of 
curvature, magnitude of initial imperfection, slenderness ratio and aspect ratio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ckling and 

collapse behaviour of unstiffened and stiffened curved plates a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calculated results, the simple 
formulations are developed to predict the buckling/ultimate strength of unstiffened and stiffened curved plates subjected to 
combined loads in an analytical manner. The buckling and post-buckling strength behaviours are simulated by performing 

elastic large deflection analysis. Applying the new developed formulations, verification analysis is performed for curved 
plates comparing numerical results and then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demonstrated. 

1. 서    론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많은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다. 특히 

고속 컨테이 선과 유조선 형여객선 등 재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에서 박  부재인 고장력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장력

강을 이용함으로 선박의 경량화를 이루었으나 박  사용에 따라 

좌굴과 부식에 취약해졌다. 재 평 과 유공 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나 선박에서 챔버와 사이드쉘 그리고 빌지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곡 의 좌굴 연구는 2차좌굴 등 비

선형거동에 각 선 들에서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선박의 최  설계와 원가 감을 해서라면 반드시 연구와 

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곡 을 상

용유한요소 해석 로그램 (NASTRAN))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 다. 그리고 곡 의 좌굴/최종 강도에 향을 주는 

요소를 정의하여 약 5000천 여개의 이스를 해석하 다. 하

의 종류는 종/횡 방향 Axial 하   Bi-axial 하  그리고 수압

의 유무 등으로 하 고 경개조건으로는 네변 단순지지를 구 하

다. 비선형구조해석결과의 곡률, 기처짐, 세장비, 종횡비, 하

 조건등의 향을 분석하여 좌굴/최종강도의 경험식 형태의 

설계식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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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the curve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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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모델과 해석기법 

2.1 유한요소 모델 

해석에 사용된 재료상수는 다음의 표1 과 같이 고장력강

(AH32)를 사용하 다. 재료모델은 Elastic-Perfectly plastic을 사

용하 고 von Mises's yield condition 등방경화를 사용하 다.

해석은 상용 해석 로그램인 MSC NASTRAN을 사용하 고 

Arc-length method를 사용하여 낮은 곡률에서 2차 좌굴과 같은 

복잡한 좌굴 변형을 해석하도록 하 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curved plate 

Material
High Tensile Steel

(AH32)

Elastic Modulus 206 GPa

Poisson' Ratio 0.3

Yield Stress 315 MPa

Fig. 2 Cylindrically curved plate

해석에 사용된 곡 형상은 그림 1과 같이 보강제 사이의 곡

구조이다. 여기서 폭방향을 b를 1000mm로 고정을 하고  길이방

향을 a 그리고 측면 각 θ 곡률반경을 R 로 정의 하 다. 

2.2 유한요소 해석기법

그림1은 종방향 하  하에 탄성좌굴형상과 비선형 좌굴 형상

이다. 측면 각이 약 3~7도 사이의 박 에서 2차 좌굴이 발생하

다. 이는 하 에 의한 변형  좌굴 모드의 변하로 인하여 강

도 하가 일어나고 스트 스 스트 인 커 에서 스넵백 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7~35도 사이의 에서는 아래와 같은 곡  고

유의 모드와 좌굴 형상이 나왔다.

횡방향 하  작용시에는 곡  고유의 Dog-born shape 모드가 

나왔다. 그러나 후 으로 갈수록 반 수가 1인 형태의 모드로 

바 며 곡률이 클수록 Dog-born shape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났

다.

(a) Elastic buckling

(b) Nonlinear buckling

Fig. 3 Buckling modes under longitudinal compression (aspect 

ratio: 3.7, flank angle: 30°)

(a) Elastic buckling

(b) Nonlinear buckling

Fig. 4 Buckling modes under transverse compression (aspect 

ratio: 3.7, flank angle: 30°)

3. 유한요소 수치시뮬 이션 결과 

3.1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5는 종방향 하 을 받는 종횡비 3.7 곡률 30도 곡 의 스

트 인 스트 스 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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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of a curved plate (b = 1000 mm, a/b = 3.7, 

flank angle = 30°, longitudinal compression loading)



0 2 4 6 8
ε/εY

0

0.2

0.4

0.6

0.8

1

σ Y
U
/σ

Y

Model1 TC
10t
12t
14t
16t
20t
24t
30t
35t

b=1000mm, a/b=3.7, ω0=0.05β2t
Flank Anlge = 30 deg.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stress and average 

strain of a curved plate (b = 1000 mm, a/b = 3.7, 

flank angle = 30°, transverse compressio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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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ltimate strength of the curved plate under biaxial 

compression(aspect ratio: 3.7, flank angle: 30°)

그림6은 횡방향 하 에서의 종횡비 3.7 곡률 30도 곡 의 스

트 인 스트 스 커 이다. 그림7은 종횡비 3.7 곡률 30도 곡

의 횡방향 종방향의 조합하 의 바이엑셜 결과이다.

4. 설계식 개발 

4.1 좌굴강도 설계식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식을 도출하

다. 아래의 식은 좌굴강도를 바탕으로 하여 식(2)~(5)는 곡률

효과를 한 보정계수이며 식(1)~(4) 종방향 (5) 는 횡방향 하

의 계수이다. 체 으로 세장비의 향이 지배 이고 탄성좌굴

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소성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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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buckling 

strength obtained by FEM of curved plate under l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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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obtained by FEM of curved plate under trans. 

compressive load



4.2 최종강도 설계식

 다음은 최종강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경험식이다. 이 

식에서는 fC  는 곡률의 효과이며 식 (8)~(10)은 종방향 

(11)~(13) 은 횡방향 하 의 계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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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M of curved plate under longi. 

compress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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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rrelation of the empirical formula with ultimate 

strength obtained by FEM of curved plate under trans. 

compressive load

4.3 수압 효과 용

수압의 효과로 인하여 체 인 강도 하가 일어 났다. 따라

서 하된 강도 계수인 pC 를 용한 식(14) 와 같은 형태를 사

용한다.

2

2.25 1.25u
f P

Y

C Cσ
σ β β

⎛ ⎞
= − × ×⎜ ⎟
⎝ ⎠  (14)

0.2104 1.2626PC β∴ = − +  (15)

20.196 0.893 0.314PC β β∴ = − + +  (16)

4.4 Bi-axial 하 의 설계식

식 (17)~(19)는 조합하 의 Bi-axial 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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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5000여 개의 곡  이스를 해석 분석 하여 다

음과 같은 결른을 얻었다.

(1) 하 방향에 따라 모드가 변화하고 종방향 하 의 7도 이

하의 박 에서는 2차좌굴이 발생한다.

(2) 종방향 하 시에 곡률이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3) 횡방향 하 시에 곡률이 낮을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4) 최종강도를 이용한 경험식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설계식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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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offshore structure moored by cable system, the stability of the structure is dependent on tensile force of the cables. The loss 
of cable force may result in large displacement and unbalance of the structure. This study presents an electromechanical impedance-based method 
for tension monitoring of cable-anchorage in mooring system of offshore structur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implemented. Firstly, an PZT-Interface is introduced to monitor tensile force of cable. Once installed into the cable-anchorage, the PZT-interface 
works like a cantilever plate with imperfectly fixed boundary. The loss of cable force is represented by the weakness of the fixed boundary. 
Secondly, the variations of electromechanical (EM) impedance of the PZT-interface due to the variations of cable force are investigated. Several 

index like root mean square devi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deviation and frequency shift are utilized to capture these changes. Finally,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is evaluated on a lab-scale cable-anchorag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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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troduction

Offshore structures such as offshore platforms, oversea 

wind turbines have been widely constructed. For structures 

at deep water (<1500 m) and ultra deep water (>1500 m), 

mooring system using cable are necessary. The stability of 

these structures is dependent on tensile force of the cables. 

The loss of cable force could cause decrement in strength of 

mooring system. As a result, large displacement of the 

structure can be induced by wind and wave loads. Also, 

balance of the structure is not secured. Therefore, 

monitoring tensile force of the cables is a key issue to 

guarantee the normal serviceability of the structures. Since 

most of the mooring system is under water, acceleration 

based method could not capture vibration response of the 

cable itself. On the other hand, impedance-based method 

could be promising to capture the change in structural 

behaviors of cable-anchorage in the mooring system due to 

the change of cable force.

This study presents an electromechanical 

impedance-based method for tension monitoring of 

cable-anchorage in mooring system of offshore structur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e following approaches are 

implemented. Firstly, an PZT-Interface is introduced to 

monitor tensile force of cable. Once installed into the 

cable-anchorage, the PZT-interface works like a cantilever 

plate with imperfectly fixed boundary. The loss of cable 

force is represented by the weakness of the fixed boundary. 

Secondly, the variations of electromechanical (EM) 

impedance of the PZT-interface due to the variations of 

cable force are investigated. Several index like 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 correlation coefficient deviation 

(CCD) and frequency shift are utilized to capture these 

changes. Finally,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is evaluated 

on a lab-scale cable-anchorage model.

Fig.1 Offshore structure with mooring system

2. Impedance-based method

The impedance-based method is based on the coupling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features (Liang et al., 1996). In this 

method, a piezoelectric patch is usually surface-bonded to a 

host structure. The electrical effect of piezoelectric is pa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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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PZT-interface in cable-anchorage system

controlled by mechanical effect of host structure. As shown 

in Fig. 1,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iezoelectric patch and 

the host structure is conceptually explained as an idealized 

1-D electro-mechanical relation. The host structure is 

described as the effects of mass, stiffness, damping, and 

boundary condition. The PZT patch is modeled as a short 

circuit powered by a harmonic voltage or current. The EM 

impedance Z(ω) which is generated from the PZT patch is a 

combined function of the mechanical impedance of the host 

structure, Zs(ω),and that of the piezoelectric patch, Za(ω), as 

follows:

where, 
ˆ (1 )E E
xx xxY j Yη= +  is the complex Young’s modulus 

of the PZT patch at zero electric field; ˆ (1 )T T
xx xxjε δ ε= −  

is the complex dielectric constant at zero stress; d3x is the 

piezoelectric coupling constant in x-direction at zero stress;

ˆ/ E
xxk Yω ρ=  is the wave number where ρ is the mass 

density of the PZT patch; and w, l, and tc are the width, 

length, and thickness of the piezoelectric transducer, 

respectively. The parameters η and δ are structural 

damping loss factor and dielectric loss factor of piezoelectric 

material, respectively. The mechanical impedance of the host 

structure is a function of mass, damping and stiffness. The 

changes in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could be 

represented in the change in EM impedance.

3. PZT-interface design

In the previous study by Kim et al. (2009) and Kim et al. 

(2010), the loss of cable force could be monitored by the 

variation of EM impedance of an MFC patch attached on an 

anchor plate. However, the effective frequency range is very 

high, from 880 kHz to 990 kHz. The high frequency range 

interferes the adopt of wireless impedance device since the 

measurable of this device is up to 100 kHz. Moreover, the 

effective frequency range could change according to different 

target structure. But it is unallowable to simulate any damage 

in real structure to obtain the effective frequency. Therefore, 

an impedance-based method using lower and controllable 

frequency range is needed.

In this study, an PZT-interface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issues. The PZT-interface is a thin plate 

equipped with a PZT patch is designed as shown in Fig. 3. 

The interface is made of aluminum, and its entire dimension 

is 100x60x10 mm. The PZT patch is PZT-5A type and its size 

is selected as 14x12x0.2 mm. Material properties of the PZT 

patch and the interface Geometries of the interface washer 

and the PZT patch are described in detail in Fig. 3(b). The 

PZT patch is surface-bonded on the interface washer at 10 

mm from the left edge and 19 mm from the bottom edge of 

the interface washer. Basically, the interface washer can be 

separated into two parts. Part 1 is installed to 

cable-anchorage system and held by anchorage force, and 

Part 2 is flexible plate which is vibrated by the PZT patch. 

Figure 4 shows how the interface washer can be utilized for 

monitoring cable force loss of cable-anchorage system. As 

shown in Fig. 4, the PZT-interface is implemented between 

an anchorage and an anchor plate. Thus, the change in 

anchorage force will be represented by the changes in 

boundary condition and stress field of the interface washer, 

which in turn affects the EM impedance from the PZT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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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onance amplitudes

4. Tension monitoring of cable-anchorage with 

PZT-interface

Experiment on a lab-scale cable-anchorage model was 

carried out as shown in Fig. 4. In the experiment, six levels of 

cable force as 84.4 kN, 78.5 kN, 73.6 kN, 63.8 kN and 58.9 kN 

were sequentially applied to the anchorage. Among them, the 

cable in case of 84.4 kN of tension is considered as reference, 

and the others were in damaged conditions. An impedance 

analyzer HIOKI3532 was used to excite the PZT patch and 

measure EM impedance. Firstly, at 84.4 kN of cable force, EM 

impedance was measured in wide frequency range from 10 

kHz to 100 kHz as shown in Fig. 5(a). The highest peak was 

found around 35.5 kHz. Therefore, EM impedance signatures in 

a narrower frequency range of 35-36 kHz are examined. Note 

that variation of impedance around resonance is efficient to 

detect the damage. Figure 5(b) shows EM impedance signatures 

from 35 kHz to 36 kHz for the cable-anchorage system under 

six levels of cable force. As shown in the figure, impedance 

amplitude at resonance tend to decrease with the loss of cable 

force. The amplitudes of resonance impedance due to the loss 

of cable force are summarized in Fig. 6. A significant 

decrement of resonance impedance can be observed when the 

cable force is reduced to 63.8 kN which is correspondent to 

24.4% loss. Note that, the decrement in resonance impedance 

implies the increase of structural damping.

The shift of resonance frequency due to the loss of cable 

force is also investigated as shown in Fig. 7. It is found 

that, since the force decreases the peak of impedance 

signature tends to shift to lower frequency.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face 

washer and the anchor plate as well as between the 

interface washer and the anchorage may become weaker 

when anchorage force decreases.

For examination of EM impedance signatures in the whole 

frequency range, RMSD, and CCD indices of EM impedance 

signatures are employed. The calculations of RMSD and CCD 

are expressed in Eqs. (2) and (3).

where Re( ( ))ωiZ and
*Re( ( ))ωiZ are the real parts of 

the impedance signatures of the ith frequency measured 

before and after damage occurrence, respectively. Also, n 

signifies the number off requency points in the sweep band. 

where Zσ  and 
*
Zσ  signify the standard deviation of 

impedance signatures before and after damage; Z  and 

*Z  signify the mean value of impedance signatures 

before and after damage.

Figure 8 shows results of RMSD and CCD due to the loss 

of cable force. As shown in the figure, both the statistical 

indices tend to increase since cable force is reduced. This 

implies that the variation of EM impedance is more significant 

with damage seve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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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equency shift due to cable force loss

5. Conclusions  

In this study, an EM impedance-based method for tension 

monitoring of cable-anchorage in mooring system of offshore 

structure was presented. Firstly, an PZT-Interface was 

introduced to monitor tensile force of cable. Secondly, the 

variations of EM impedance of the PZT-interface due to the 

variations of cable force are investigated. Several index like 

RMSD, CCD and frequency shift were utilized to capture these 

changes.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was evaluated on a 

lab-scale cable-anchorage model.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made:

(1) The PZT-interface is efficient for tension monitoring of 

cablee-anchorage in mooring system of offshore structure.

(2) The variation of cable force can be monitored by the 

change in EM impedance through different damag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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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재생에너지 플랜트의 개념설계를 통한 계류라인의 피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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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Type Combined Renewable Energy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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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loating-type combined renewable energy platform 부유식 재생에너지 플랜트, Tension 장력, Fatigue lives 피로수명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oncept design precedure of floating-type combined renewable energy platform based on 
hydrodynamic analyses and the fatigue design procedure of taut-type mooring lines. Two types of combined renewable energy platforms 
are taken into account: first combination of wind, wave, and photovoltanic energies and second combination of wind , current, 

photovoltanic energies. The concept design is from the literature survey, but main dimensions have been decided based on the basic 
hydrostatic calculation. Fully coupled hydrodynamic analyses have been carried out to identify motion characteristics of the floating body 
and tension histories of each mooring lines. Further fatigue lives using rainflow cycle counting method, API stress-life diagram, and 

Palmgren-Miner rule are predicted for chain link-type taut mooring system. Finally mooring lines satisfying design life of twenty years 
are proposed.

1. 서    론 

탄소중심의 시 인 팍스카보니움(Pax Carbonium)이 도래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이 최  6.4°C 상승하고, 해수면은 59mm 상승할 

뿐만 아니라, IPCC 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보고서(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SRES, 2000)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는 25~90%(CO2상당)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해, 

국제사회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 기후변화라는 점에 

해 공감 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

인 녹색패러다임에 부응, 세계 각국은 지구환경 보호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특히, 해양은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부족에 비한 지구상의 마지막보고로서 그 부존가치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기술은 화석연료 사용

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체

에너지 기술로 그 중요성이 증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 

문제와 실용화의 어려움에 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연구 개발의 

속도가 상 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에 따른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 적인 패러다임으로 

해양을 이용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한 사회적 요구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기술 중 

주목을 받는 풍력, 조류력, 파력발전에 

한 국내의 기술수준은  그 기술마다 각각 연구 개발 초기단계

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다양하다. 풍력발전의 경우, 특히 해상풍

력발전의 경우에는 선박의 프로펠러, 소음진동 해석, 구동장치 

및 제어시스템 등 풍력설비 연관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부유식 해양플랜트에 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선소에서 현재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실용화 가

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조류발전의 경우, 국내 서해안은 높

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이로 인해 조류속도가 강한(2m/s이

상)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류발전에 한 인식 부족과 세계적 실용화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조류발전의 경우에는 예측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발전가

능하고 해양환경파괴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발전방식이므로 

시장성이 높다. 파력발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큰 파가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과 파도의 크기 및 발생시점

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2001년부터 한국해양연구

원에서 파력발전을 시도했으나 소형 파력발전기를 제외하고는 

발전기 개발이 미미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일정시간 의 발전

이 가능하고, 여타 신재생에너지발전기에 비해 설치를 위한 자연

환경적인 제약이 적으며, 고도의 설치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발전의 

장점외에도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의 시행

으로 인하여 가속화될 전망이다. Kim and Hong(2001)은 해양에너

지의 수요분석과 분포특성을 조사하여  해양에너지 복합이용 시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스템 부유식 플랜트 개념설계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Ko et 

al.(2010) 복합식 해양에너지를 탑재할 수 있는 초 형 부유식 구

조물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로는 파랑하중 선정 및 구조물 계류 

시스템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Kim et al.(2010)은 초 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초기 설계를 위한 설계차트 개발하여 유탄

성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도 초 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유탄성 

거동을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복합식 해양 에너지 

플랜트 기본개념은 많이 제시 되어왔지만 핵심기술인 파랑하중 

선정 및 구조물의 계류 시스템의 운동해석은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풍력, 파력, 조류력, 태양광발전기를 탑

재한 복합식 해상구조물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역학적 및 동역학적인 운동해석을 해석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계류 시스템의 피로수명을 계산하였

다.

2. 개념 설계 

개념설계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구조물의 모델링과 주요요목의 

설정을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altair hypermesh)을 통하여 모

델링을 하였고, 상용 유체운동해석 프로그램(ansys aqwa) 입력

파일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유체를 지지하는 계류라인

의 길이 및 강성 등을 시행착오적으로 결정하였다. 파도의 방향

은 90~270도 사이에 22.5도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바람의 방

향과 조류의 방향은 파도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바람 및 조류의 속도는 10m/s, 2m/s으로 가정하였다. 해상의 

상태는 북 서양 (North Atlantic)의 파빈도분포표에서 최빈값 

(mode)이 전체 해상상태를 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유의

파고 2.5m, 영점교차주기 8.5sec) Pierson-Moskowitz 파스펙트럼

을 사용하였다. 설치수심은 100m로 가정하였다. 설계 흘수는 유

체정력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시행착오적으로 결정되었다. 플랜

트 계류라인의 피로설계에 있어서는 먼저 개념설계를 통해 구현한 

플랜트에 각각의 발전방식과 표류 안정성을 고려하여 길이를 정하

고, 계류라인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표류에 따른 플랜트의 

운동해석을 2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계류라인의 유형은 linear line

으로 구현하였다. 

2.1 프로젝트1(해상풍력+파력+태양광)

 본 부유식 재생에너지 플랜트는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류라

인을 장착한 해상풍력발전기를 기반으로 공간적인 효율을 고려하

여 태양광발전을 위치시켰으며, 파력발전의 경우, 진동수주형의 

vertical wave generator를 삼각형의 지지 를 따라 21개를 배치하

였으며, 표류시 발생할 수 있는 파력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기

의 블레이드와 직각되는 방향으로 horizontal wave generator를 3

개 배치하였다. 계류라인은 총 6개로 구성하였고 그 길이는 75m로 

하였다. 계류라인의 강성은 1.5E6(N/m)로 하였다. 

          

  

                     Fig. 1 Modeling

 Table 1  Dimension (unit: m)

Tower Nacelle Blade
Hor. 

wave

Ver. 

wave

Hull 

Bottom

Hull 

Stiffner
S o l a r   
Panel

Diameter or 

Breath
12 8 6 10 5 4 3 44.3

Thickness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3

Length 100 23 55 10 3 47.6 6.8~17.8 44.3

 tabl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상풍력발전은 타워를 100m의 길이

로 설계하였고, 너셀을 길이 23m, 지름 8m로 설계하였으며, 블레

이드의 회전반경을 55m로, 파력발전은 표류력에 의한 파력발전은 

수평파력발전을 위하여 블레이드와 직각파 방향으로 10m의 구조

물을 위치시켰고, 파에 의한 수직파력발전을 위하여 높이 3m의 진

동수주형 파력발전기를 설계하였다. 태양광발전은  한변이 44.3m

인 삼각형모양의 패널을 3개 위치시켜 공간적인 활용을 통한 발전

기 배치를 하였다.

Table 2  Mass (unit: kg)

Tower Nacelle Blade
Hor. 

wave

Ver. 

wave

Hull 

Bottom

Hull 

Stiffner

Solar   
Panel

Mass 2.7E5 3.8E4 4.7E4 2.6E5 1.8E5 6.4E4 2.9E6

Type
point 

mass
geometry

point 

mass
point mass geometry geometry

point 

mass

Total 3.76E6

   

 table 2는 플랜트의 각 부분별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고, 구조

물의 특징상 shell요소는 질점으로 그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었

고, beam요소는 재료의 물성치와 형상을 통하여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전체 총 질량은 3.76E6 kg이다.

                        

        

                    Fig. 2 Incidence angle



                  Fig. 3  Plant in drift

fig.2는 플랜트를 plan방향으로 본 것으로 방향각은 파의 입사방

향을 나타낸다. 입사각이 0°인 경우는 파의 진행방향이 육지에

서 바다로 향하므로 본 플랜트에 지배적인 방향은 아니다. 파의 

입사방향이 180°인 경우에는 바다에서 육지방향으로 파가 진

행되므로 플랜트의 움직임에 지배적인 방향이고, 풍력발전기 블

레이드에 직각으로 맞닿는 방향이므로 표류력과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의 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

니는 방향이다. fig.3은 180°방향으로 입사파가 올 때, 표류상태

에서의 해양플랜트의 운동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계류라인을 통하여 운동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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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Heave RAO

fig. 4은 본 해양플랜트의 입사각별 heave RAO 모션을 나타낸 

것으로써,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RAO 모

션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값이 커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heave 모션의 주기와 해양플랜트의 고유진동주기가 일치

하여 모션의 크기가 증폭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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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ension(mooring #5)

fig. 5는 계류라인 중 표류 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5번 계류라

인에 하여 각 입사각별 계류라인 인장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5번 계류라인은 해풍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며 따라서 

계류라인 인장력이 지배적인 입사각도는 180°, 202.5°, 270°인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2 프로젝트2(해상풍력+조류력+태양광)

 

 본 부유식 재생에너지 플랜트는 fig.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류라

인을 장착한 해상풍력발전기를 기반으로 공간적인 효율을 고려하

여 태양광발전을 위치시켰으며, 조류발전의 경우, 삼각편  아래에 

조류발전기를 장착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조류발전

기의 모델링은 질점로 나타내었다. 또한 적절한 흘수 산정을 위하

여 발라스트를 고려하였다.

 

  

                       Fig. 6 Modeling

 Table 3  Dimension (unit: m)

Tower Nacelle Current Hull
Hull 

Bottom

Hull 

Stiffner

Hull 

Stiffner

(main)

Solar  
 
Panel

Diameter 

or Breath
7.05 8.1 6.12 12.9 12.9 4.96 9.0 68

Thickness 0.02 0.01 0.01 0.02 0.01 0.01 0.02 0.01

Length 70 0.01 8 46.2 - 44 43 104

 table 3에서 나타낸 것처럼 타워의 길이는 70m로 하였고 너셀의 

직경은 8.1m로 하였으며, 조류발전기는 6.12m로 하였으며, 구체적

인 모델링은 질점으로 신하였다. hull의 길이는 46.2m, 폭은 

12.9m로 하였고, hull bottom은 삼각편 로 구성하여 각각의 길이



로는 12.9m로 하였다. hull stiffner는 43~44m로 구성하였다. 태양

광발전 패널은 두께를 40cm로 나타내었으며 104*68의 직사각형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  Mass (unit: kg)

Tower Nacelle
Solar 

panel
current Hull

Hull 

Gap

Hull 

Stiffner
Ballast

Mass 2.4E5 2.8E4 5.6E5 3.5E5 8.8E5 3.1E4 9.3E5 6.0E6

Type geometry geometry
point 

mass

point 

mass
geometry geometry geometry

point 

mass

Total 9.02E6

 table 4는 플랜트의 각 부분별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고, 구조

물의 특징상 shell요소는 질점으로 그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었

고, beam요소는 재료의 물성치와 형상을 통하여 질량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전체 총 질량은 9.02E6 kg이다.

     

             

                 Fig. 7 Incidence angle

           

                 Fig. 8  Plant in drift

fig.7은 플랜트를 plan방향으로 본 것으로 방향각은 파의 입사방

향을 나타낸다. 입사각이 0°인 경우는 파의 진행방향이 육지에

서 바다로 향하므로 본 플랜트에 지배적인 방향은 아니다. 파의 

입사방향이 180°인 경우에는 바다에서 육지방향으로 파가 진

행되므로 플랜트의 움직임에 지배적인 방향이고, 풍력발전기 블

레이드에 직각으로 맞닿는 방향이므로 표류력과 RAO(response 

amplitude operator)의 계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

니는 방향이다. fig.8은 180°방향으로 입사파가 올 때, 표류상태

에서의 해양플랜트의 운동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써 보는 바와 같이 

계류라인을 통하여 운동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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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Heave RAO

fig. 9은 본 해양플랜트의 입사각별 heave RAO 모션을 나타낸 

것으로써,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RAO 모

션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값이 커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heave 모션의 주기와 해양플랜트의 고유진동주기가 일치

하여 모션의 크기가 증폭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0

2000000

40000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Te
ns

io
n(

N
)

Time(sec)

 180
 202.5

 225

 247.5
 270

 157.5
 135
 112.5
 90

                    Fig. 10 Tension(mooring #4)

fig. 10는 계류라인 중 표류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4번 계류라

인에 하여 각 입사각별 계류라인 인장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4번 계류라인은 해풍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하며 따라서 

계류라인 인장력이 지배적인 입사각도는 180°, 135°, 225°인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 피로 설계

얻게된 장력을 rainflow counting을 통하여 정확한 장력폭을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계류라인별로 입사각에 따른 장

력 범위를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API RP 2SK(2005)의 mooring 

fatigue design curves에 따라 수명을 산정하였다. 유체운동해석 

프로그램에서의 계류라인을 linear line으로 선택하였으므로 그

래프의 curve중 stud link와 studless link 한 curve를 선택하여 

수명을 계산하였다. 그래프의 Y축의 값을 이루는 tension 

range/referenece break strength의 값 중 RBS(referenece break 



strength)의 값은 전체 계류라인의 방향별로 얻어진 장력 중 가

장 큰 값의 5배, 8배, 10배로 정하였다. 20년 동안 9방향으로 동

등하게 바람, 파도, 조류가 온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계류라인별 

피로로 인한 damage의 산정에 있어서는 각각의 계류라인에 작

용하는 9방향별의 damage값을 모두 합하여 총 damage의 값을 

나타내었다. 다음의 결과를 통하여 적절한 피로설계를 할 수 있

다.

  

   

   Fig. 11 Rainflow counting method(ASTM E1049, 2005) 

   

 유체운동해석을 통해 얻게 된 계류라인의 정확한 장력진폭을 판

별하기 위해 fig.11의 rainflow counting method(ASTM E1049, 

2005)를 통하여 정확한 장력진폭을 구한다.

       

   Fig. 12 Mooring fatigue design curve (API RP 2SK, 2005)

chain-studlink    (3)

chain-studless    (4)

 fig.11은 계류라인의 유형별 stree-life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

낸 것으로써, 본 연구에 있어서는 linear line을 택하였으므로, 

계류라인에 관한 식을 stud link와 studless link의 식으로 택하여 

피로설계에 적용하였다.

 

3.1 프로젝트1(해상풍력+파력+태양광)

장력진폭을 구한 후, fig.12에서 나타난 그래프 중  chain-studlink

에 관한 식(3)과 chain-studless에 관한 식(4)를 써서 가정한 RBS

를 통해 각 식에 하여 3가지 경우의 damage값을 산정 후 피로

설계를 한다. 각 경우의 damage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5  Chain-studlink(R5)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13 0.001 0.007 0.007 0.015 0.018 0.019 0.015 0.011 0.107

Moor
#2 0.106 0.124 0.116 0.161 0.153 0.161 0.146 0.109 0.065 1.141

Moor
#3 0.028 0.020 0.015 0.016 0.020 0.015 0.015 0.010 0.011 0.151

Moor
#4 0.024 0.014 0.008 0.008 0.015 0.016 0.018 0.014 0.020 0.136

Moor
#5 0.079 0.099 0.106 0.157 0.163 0.189 0.186 0.161 0.110 1.249

Moor
#6 0.020 0.017 0.013 0.014 0.019 0.015 0.016 0.012 0.019 0.145

Table 6  Chain-studless(R5)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42 0.001 0.021 0.022 0.046 0.055 0.060 0.047 0.035 0.330 

Moor
#2 0.329 0.387 0.362 0.500 0.476 0.500 0.455 0.338 0.203 3.550 

Moor
#3 0.086 0.063 0.047 0.051 0.061 0.047 0.048 0.032 0.035 0.470 

Moor
#4 0.074 0.042 0.025 0.024 0.047 0.051 0.055 0.042 0.062 0.424 

Moor
#5 0.245 0.309 0.329 0.490 0.508 0.588 0.578 0.500 0.341 3.887 

Moor
#6 0.062 0.053 0.042 0.044 0.060 0.045 0.049 0.039 0.059 0.452 

 Table 7  Chain-studlink(R8)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03 0.001 0.002 0.002 0.004 0.004 0.005 0.004 0.003 0.027 

Moor
#2 0.026 0.030 0.028 0.039 0.037 0.039 0.036 0.026 0.016 0.278 

Moor
#3 0.007 0.005 0.004 0.004 0.005 0.004 0.004 0.002 0.003 0.037 

Moor
#4 0.006 0.003 0.002 0.002 0.004 0.004 0.004 0.003 0.005 0.033 

Moor
#5 0.019 0.024 0.026 0.038 0.040 0.046 0.045 0.039 0.027 0.305 

Moor
#6 0.005 0.004 0.003 0.003 0.005 0.004 0.004 0.003 0.005 0.035 

 Table 8  Chain-studless(R8)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10 0.001 0.005 0.005 0.011 0.013 0.015 0.011 0.008 0.082 

Moor
#2 0.080 0.094 0.088 0.122 0.116 0.122 0.111 0.083 0.050 0.867 

Moor
#3 0.021 0.015 0.011 0.012 0.015 0.011 0.012 0.008 0.008 0.115 

Moor
#4 0.018 0.010 0.006 0.006 0.012 0.013 0.014 0.010 0.015 0.104 

Moor
#5 0.060 0.075 0.080 0.120 0.124 0.144 0.141 0.122 0.083 0.950  

Moor
#6 0.015 0.013 0.010 0.011 0.015 0.011 0.012 0.009 0.014 0.110 

 Table 9  Chain-studlink(R10)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02 0.001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1 0.014 

Moor
#2 0.013 0.016 0.015 0.020 0.019 0.020 0.018 0.014 0.008 0.142 

Moor
#3 0.003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19 

Moor
#4 0.003 0.002 0.001 0.001 0.002 0.002 0.002 0.002 0.003 0.017 

Moor
#5 0.010 0.012 0.013 0.020 0.020 0.024 0.023 0.020 0.014 0.156 

Moor
#6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18 

 



Table 10  Chain-studless(R10)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05 0.001 0.003 0.003 0.006 0.007 0.008 0.006 0.004 0.042 

Moor
#2 0.041 0.048 0.045 0.063 0.060 0.063 0.057 0.042 0.025 0.444 

Moor
#3 0.011 0.008 0.006 0.006 0.008 0.006 0.006 0.004 0.004 0.059 

Moor
#4 0.009 0.005 0.003 0.003 0.006 0.006 0.007 0.005 0.008 0.053 

Moor
#5 0.031 0.039 0.041 0.061 0.064 0.074 0.072 0.063 0.043 0.486 

Moor
#6 0.008 0.007 0.005 0.005 0.007 0.006 0.006 0.005 0.007 0.057 

 

Table 5 ~ Table 10 까지 chain-studlink와 chain-studless에 하여 

RBS를 maximum mooring tension의 5배, 8배, 10배로 하면서 

damage의 값을 산정해 보았다. 본 테이블로부터 가장 적합한 RBS

는 maximum mooring tension의 8배임을 알게 되었고, 계류라인이 

stud link일 때가 studless link일 때보다 피로에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3.2 프로젝트2(해상풍력+조류력+태양광)

장력진폭을 구한 후, fig.12에서 나타난 그래프 중  chain-studlink

에 관한 식(3)과 chain-studless에 관한 식(4)를 써서 가정한 RBS

를 통해 각 식에 하여 3가지 경우의 damage값을 산정 후 피로

설계를 한다. 각 경우의 damage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11  Chain-studlink(R5)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70 0.051 0.086 0.075 0.089 0.087 0.081 0.077 0.045 0.662 

Moor
#2 0.070 0.051 0.086 0.062 0.062 0.086 0.076 0.073 0.049 0.615 

Moor
#3 0.070 0.051 0.086 0.083 0.087 0.069 0.047 0.045 0.028 0.567 

Moor
#4 0.070 0.051 0.086 0.134 0.130 0.116 0.196 0.053 0.057 0.893 

Moor
#5 0.066 0.048 0.082 0.066 0.068 0.063 0.052 0.065 0.039 0.550 

Moor
#6 0.066 0.071 0.080 0.089 0.139 0.107 0.087 0.083 0.047 0.770 

 Table 12  Chain-studless(R5)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70 0.051 0.086 0.075 0.089 0.087 0.081 0.077 0.045 0.662 

Moor
#2 0.070 0.051 0.086 0.062 0.062 0.086 0.076 0.073 0.049 0.615 

Moor
#3 0.070 0.051 0.086 0.083 0.087 0.069 0.047 0.045 0.028 0.567 

Moor
#4 0.070 0.051 0.086 0.134 0.130 0.116 0.196 0.053 0.057 0.893 

Moor
#5 0.066 0.048 0.082 0.066 0.068 0.063 0.052 0.065 0.039 0.550 

Moor
#6 0.066 0.071 0.080 0.089 0.139 0.107 0.087 0.083 0.047 0.770 

 Table 13  Chain-studlink(R8)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17 0.012 0.021 0.018 0.022 0.021 0.020 0.019 0.011 0.162 

Moor
#2 0.017 0.012 0.021 0.015 0.015 0.021 0.019 0.018 0.012 0.150 

Moor
#3 0.017 0.012 0.021 0.020 0.021 0.017 0.011 0.011 0.007 0.138 

Moor
#4 0.017 0.012 0.021 0.032 0.031 0.028 0.047 0.013 0.014 0.216 

Moor
#5 0.016 0.011 0.020 0.016 0.016 0.015 0.012 0.016 0.009 0.132 

Moor
#6 0.016 0.017 0.019 0.021 0.033 0.026 0.021 0.020 0.011 0.185 

Table 14  Chain-studless(R8)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54 0.039 0.066 0.058 0.068 0.067 0.062 0.059 0.034 0.506 

Moor
#2 0.054 0.039 0.066 0.048 0.047 0.065 0.058 0.056 0.037 0.470 

Moor
#3 0.054 0.039 0.066 0.064 0.066 0.053 0.037 0.034 0.022 0.434 

Moor
#4 0.054 0.039 0.066 0.103 0.100 0.089 0.150 0.041 0.044 0.685 

Moor
#5 0.051 0.037 0.063 0.051 0.053 0.049 0.040 0.050 0.031 0.425 

Moor
#6 0.051 0.055 0.062 0.069 0.107 0.083 0.068 0.064 0.036 0.595 

 

Table 15  Chain-studlink(R10)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09 0.006 0.011 0.009 0.011 0.011 0.010 0.010 0.006 0.083 

Moor
#2 0.009 0.006 0.011 0.008 0.008 0.011 0.010 0.009 0.006 0.077 

Moor
#3 0.009 0.006 0.011 0.010 0.011 0.009 0.006 0.006 0.004 0.071 

Moor
#4 0.009 0.006 0.011 0.016 0.016 0.014 0.024 0.007 0.007 0.110 

Moor
#5 0.008 0.006 0.010 0.008 0.008 0.008 0.006 0.008 0.005 0.067 

Moor
#6 0.008 0.009 0.010 0.011 0.017 0.013 0.011 0.010 0.006 0.094 

 Table 16  Chain-studless(R10)

90° 112.5° 135° 157.5° 180° 202.5° 225° 247.5° 270° Damage

Moor
#1 0.027 0.020 0.034 0.029 0.035 0.034 0.032 0.030 0.018 0.259 

Moor
#2 0.027 0.020 0.034 0.024 0.024 0.034 0.030 0.029 0.019 0.241 

Moor
#3 0.027 0.020 0.034 0.033 0.034 0.027 0.019 0.017 0.011 0.222 

Moor
#4 0.027 0.020 0.034 0.053 0.051 0.046 0.077 0.021 0.022 0.350 

Moor
#5 0.026 0.019 0.032 0.026 0.027 0.025 0.021 0.026 0.016 0.217 

Moor
#6 0.026 0.028 0.032 0.035 0.055 0.042 0.035 0.033 0.018 0.304 

 

table11 ~ table 16 까지 chain-studlink와 chain-studless에 

하여 RBS를 maximum mooring tension의 5배, 8배, 10배로 하면

서 damage의 값을 산정해 보았다. 본 테이블로부터 가장 적합한 

RBS는 maximum mooring tension의 8배임을 알게 되었고, 계류

라인이 chain-studlink일 때가 chain-studless 일 때보다 피로에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과 

해양플랜트에 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국

의 상황에 맞추어 복합식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창안적으로 개념

설계에서부터 피로설계까지 진행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상풍

력, 파력, 조류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가능량, 실현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건, 한민국에서의 발전적합지역 등에 

하여 알게되었다. 또한 큰 의미에서 해양플랜트에 해 개념설계

에서부터 피로설계까지 진행하며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개념설

계와 계류라인의 피로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게 되

었다.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유형별 사전 조사를 통해 두가지의 구



조물의 모델링과 주요요목의 설정하였다. 설계 흘수는 유체정력

학적인 계산을 통하여 시행착오적으로 결정되었다. 부유체를 지

지하는 계류라인의 길이 및 강성 등을 시행착오적으로 결정하였

다.

(2) 파도의 방향은 90~270도 사이에 22.5도 간격으로 설정하였

으며, 바람의 방향과 조류의 방향은 파도의 방향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바람 및 조류의 속도는 10m/s, 2m/s으로 가정하

였다. 해상의 상태는 북 서양 (North Atlantic)의 파빈도분포표에

서 최빈값 (mode)이 전체 해상상태를 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유의파고 2.5m, 영점교차주기 8.5sec) Pierson-Moskowitz 파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설치수심은 100m로 가정하였다.

 

(3) time domain에서의 2시간동안의 계류라인 장력 결과를 도

출해내고 rainflow counting method(ASTM E1049, 2005)를 이용해 

정확한  장력진폭을 구해서 피로설계 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4) 다음으로 얻어진 계류라인 장력으로 mooring fatigue design 

curve (API RP 2SK, 2005)에서 적합한 curve를 선택한 후, RBS에 

한 설계 후, 피로수명을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각 계류라인별 

damage값을 구해봄으로써 가장 적절한 피로설계를 위한 RBS가 

전체 계류라인에 걸리는 최 인장력의 8배를 했을때이고, linear 

line에 있어서는  stud link가 studless link보다 피로에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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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변화에 따른 사각탱크의 수진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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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 characteristics of Rectangular Fluid Tank in accordance with 

Height

Won-Young Seo*, Byoung-Ho Lee* and Sung-Yong Bae*

*Naval Architect & Marine System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KEY WORDS: Vibration characteristics(진동특성), Added mass(부가질량),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Boundary element method(경계요소법), Fluid-structure interaction(유체-구조연성)

ABSTRACT:  Rectangular tanks in contact with fluid are used in various fields of civil, mechanical and marine engineering. 
Especially in the marine engineering, resonance from exciting force of an engine and propeller causes fatigue damages of tanks.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tanks in contact with fluid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added mass of flui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he added mass effect to predict vibration of the tank structur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imate exactly the 
effect of added mass because of a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 free surface, vibration modes of structural panels and the depth 
of water. In this paper, each vibration mode of panels is calculated to consider structural coupling effects between side plates of a 

deep tank and added mass changing the height of the tank. A numerical tool using finite elements in plates and boundary elements 
in fluid region is used to analyse the three dimensional tank structure in contact with fluid. 

1.  서    론

  재 건축, 기계, 해양, 항공 등의 많은 분야에서 갈수

록 구조물들이 형화, 고속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에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탱크가 존재하고 있으

며, 특히 선박  해양구조물에 존재하는 탱크는 부분 

유체에 하고 있다. 선박  해양구조물에 존재하고 있

는 탱크에는 엔진, 로펠러, 랑 등의 기진력에 의해 

피로손상  괴의 원인이 되는 공진 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체에 하고 있는 

탱크들의 수진동특성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요

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한편, 구조물들이 유체에 하

고 있을 때의 진동 특성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왔다. Chiba(1994)는 원통형 탱크의 측

면은 강체로 취 하고, 면은 탄성체, 윗면은 자유표면

으로 간주하여 진동해석을 하 다. Mazuch(1996) 등은 

원통형 탱크의 진동에 해서 유체와 구조부분을 유한요

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하 다. Cho(2001) 등은 원통형 탱

배성용: 부경 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051-629-6616  sybae@pknu.ac.kr

크의 슬로싱 모드와 빌징 모드에 해서 연구를 행하

다. Bartlett(2001) 등은 사각형 탱크의 면의 고유진동수

를 평가하기 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부가질량을 

계산하 다. 한, 배(2003)는 유체에 하고 있는 사각탱

크를 구조부는 유한요소법으로 유체부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해 계산하여 진동특성을 악하고 있고, 그 후 탄성

 사이의 경계조건, 폭, 두께, 수  등의 변화에 따른 부

가질량 효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폭과 길이에 비해 상 으로 더 높이가 있는 탱

크의 경계조건과 두께의 변화를 통하여 종합 으로 고찰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길이와 폭에 비해 상 으로 더 

높이가 있는 탱크구조물을 경계조건과 두께의 변화를 통

해 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탄성평 의 진동특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2. 이론 해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 부분을 유한요소법으로 이산화하

고, 유체 부분을 경계요소법으로 이산화하여, 유체-구조사

이의 연성조건을 용하여 부가질량행렬을 구하고, 그것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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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진동방정식에 고려한다. 유한요소법으로 이산화하

면 구조부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 ,는 각각 질량 행렬, 강성 행렬, 

 변  벡터, 등가외력 벡터이다. 등가 외력 벡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은 형상함수, 는 압력벡터이다. 

  자유표면을 가진 탄성 으로 이루어진 수탱크

구조물의 진동해석을 하기 해 원진동수 인 조화

진동이라 가정하고 유체는 이상유체로 가정하면,

 선형화된 유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압력 와 

속도포텐셜 의 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유체 도는 이고 체 력은 무시한다.

  한편, 라 라스 방정식을 이용한 경계 분방정식에

하여 경계요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하고 식 (3)을

용시키면 압력과 압력구배의 계식이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4)

  여기서,   ,는 계수 행렬이다. 각 경계면을 

구별하여 표 하면, 식 (4)는 다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 


는 탄성 에서의 압력  압력구배 

벡터이고, 

          ,


는 자유표면상에서의 압력  압력구배 

벡터이며,

          ,


는 강벽상에서의 압력  압력구배 

벡터이다. 

  식 (5)에 유체부의 경계조건   ,


 을 

입하여 분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6)



 





                (7)



 





                (8)

  

  식 (6), (7), (8)에서  ,


을 소거하면 다음 식과 

같이 압력과 압력구배의 계식이 얻어진다. 

  
                                     (9)

  여기서, 는 탄성 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압력

구배사이를 연결하는 행렬이다. 

  , 구조부의 면외 방향 성분을 Fig. 1 과 같이 

로 하여 조화진동을 가정하여, 


라고하면 탄성 과 유체면의 경계면에서 운동학

조건식 (3)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계식이 얻어진다.




 

                                  (10)

   

  따라서, 식 (2)에 식 (9)와 (10)을 입하면 

등가외력벡터 는 다음과 같이 된다. 

 




  

                (11)

  여기서,  는 부가질량행렬이다. 

   변 벡터 는 조화진동 


라고 가정하

여 식 (11)을 식 (1)에 입하면 다음의 

자유진동방정식이 얻어진다. 

                            (12)



Fig. 1 Geometry of a rectangular element  

3. 수치계산  고찰

  수 탱크구조의 진동특성을 악하기 해서  길이와 

폭을 정방형으로 고정하고 높이를 2배로 변화시켜 탄성

의 경계조건과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에 이용된 모델은 Fig.2 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폭을 Y방향으로, 길이를 X방향으로 설정하 으며, 

높이와 수 는 각각 H와 d로 설정하고,  계산 모델에

서 윗면은 자유표면으로, 면은 강벽으로 가정하 다. 

모델의 제원과 재료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탱크를 구성하는 4개의 측면 , 이 모두 탄성 인 

경우를 계산하여, 경계조건의 향을 고찰해 보았다. 각

각의 경우에 해서 폭(B)을 1m, 길이(L)을 1m, H=2m인 

탱크의 탄성 의 경계조건을 변화시켜 가면서 계산을 수

행하 다. 경계조건  단순지지조건을 병진방향 변 는 

구속하고, 회 방향 변 는 자유로 한 것이다. 이하 s.s는 

단순지지조건, fix는 고정지지조건으로 사용한다. 한, 서

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모드를 동상모드, 서로 반  

방향으로 나타나는 모드를 역상모드라고 정의하기로 한

다.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model

Length L=1.0(m)

Breadth B=1.0(m)

Height H=2.0(m)

Young's modulus E=2.06E+11(Pa)

Poisson's ratio =0.3

Density of elastic panel   


Density of Fluid   


Fig. 2 Model for the analysis

  계산 결과,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고유진동수는 모

든 두께에서 단순보다 고정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게 

나타난다. 한, Fig. 4, Fig.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s와 fix 모두에서 최 차 고유진동수에 한 모드 변

는 면에 가까울수록 커지며, 자유표면에 가까울수록 작

아지는 반면에 제2차 고유진동수에 한 모드변 는 반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3 The lowest natural frequencies 



        (a)1st mode               (b)2nd mode 

Fig. 4 s.s boundary condition at the 1st and 2nd 

natural frequencies 

        (a)1st mode               (b)2nd mode 

Fig. 5 fix boundary condition at the 1st and 2nd 

natural frequencies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2차 모두 경계조건에 

계없이 탄성 이 역상모드를 보이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3차 모드 이상에서는 역상과 동상모

드가 혼재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유체의 운동이 제한되

는 경우에 부가질량효과가 크게 나타나 고유진동수가 낮

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 결  론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등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사각형 

탱크구조물의 진동 특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높이를 변화시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일반 으로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s.s 경계조건보

다 fix 경계조건에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고유진동수는 높

게 나타난다.

  2) s.s와 fix 경계조건 모두 최 차 고유진동수에 한 

모드변 는 역상으로 나타나며, 면에 가까울수록 부

분 커지고 자유표면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반면에 제2

차 고유진동수에 한 모드 변 는 반 의 경향을 보인

다. 

 

참 고 문 헌

1. 배성용, (2003). “ 수탱크구조의 진동특성에 한 연

구”, 한조선학회논문집, 제40권, 제4호, pp 

46-52.

2. 배성용, (2005). “ 수탱크구조 진동해석”, 한국동력기

계공학회지, 제9권, 제4호, pp 65-70.

3. 배성용, (2005). “부가질량 효과와 호흡모드를 고려한 

구조-유체 연성진동해석”,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제9권, 제4호, pp 71-76.

4. 배성용, (2010). “복수 평 으로 이루어진 수 탱크 구

조물의 진동 특성에 한 연구”, 한국동력기계공

학회지, 제14권, 제6호, pp  67-74.

5. J.R. Cho and J.M. Song, (2001). "Assessment of 

Classical Numerical Models for The Separate 

Fluid-structure Modal Analysis",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39(5), pp 995-1012.

6. M. Chiba, (1994). "Axisymmetric Free Hydroelastic 

Vibration of a Flexural Bottom Plate in A 

Cylindrical Tank Supported on An Elastic 

Foundation",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169(3), pp 387-394.

7. S. Bartlett, M. Winton and P.D. Clausen, (2001). "An 

Added Mass Theory for The Base Partially Filled 

Rectangular Tank for Use with FEA",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246(2), pp 211-223. 

8. T. Mazuch, J. Horacek, J, Trnka and J, Vesely, 

(1996). "Natural Modes and Frequencies of a 

Thin Clamped-free Steel Cylindrical Storage 

Tank Partially Filled with Water: FEM and 

measurement", Journal of Sound and Vibration, 

Vol 193(3), pp 669-690.



동결 온도와 재하속도에 따른 동결토의 일축강도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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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al Study on the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Properties to Freezing Temperature and Loading Rate of Froze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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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rozen soil 동결토, Unconfined compression test 일축압축시험, Freezing temperature 동결온도, Loading rate 재하속
도, Axial strain rate 축변형 속도, Initial tangent modulus 초기탄성계수, Failure strain 파괴 변형률

ABSTRACT: The mechanical properties governing the behavior of frozen soil structure have been interested design factors for some field 
applications. In this research, a series of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mpression strength properties of mixed 
soil(standard sand and kaolinite) in three different temperature such to the 5, 10 and 15 degrees below zero environment. The effects of 

strain rate(×  to × ) on the compressive properties of artificial soil have been determined experimentally using uniaxial 
compression test. Data included on the initial tangent modulus, compressive strength and failure strain.  

1. 서    론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양의 지하자원으로 발전해왔으며 대체 

자원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은 양의 지하자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확인된 지하자원들의 매장

량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여기에 중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세

계는 에너지 수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제껏 개발이 되지 않은 극한지나 극지, 심해 등 많은 자원의 

매장이 확인된 곳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 중 러시아는 확

인매장량 기준으로 천연 가스 세계 1위, 석유 세계 7위의 자원 

부국으로 국가사업의 일환인 에너지 전략 2020을 통해 세계 에

너지 시장에서의 위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장지의 

크기가 영국영토에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큰 야말반도의 보나넨

코보 가스전의 경우 유럽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책

임지고 있다. 또한 천연 자원의 마지막 보고로 불리는 남극에서

는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60억 톤이 최근 우

리 기술진에 의해 남극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토지

역은 기상, 기후조건, 지반의 공학적 특성, 인문지리, 풍습 등 제

반 건설 환경이 국내 또는 현재 진출해 있는 다른 지역과는 판

이하게 다르며, 종래의 지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그대로 동토에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

교신저자 서영교: 부산광역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학과

 051-410-4683  yseo@hhu.ac.kr

나라도 계절적 동토지역에 속하는 나라이며, 결빙토의 융해에 

따른 지반침하, 지반 결빙에 따른 지반융기, 결빙-융해 주기 반

복에 따른 도로 파손, 지반결빙에 따른 지하매설물의 동파 문제, 

천공 등과 함빙비가 큰 동결 기초지반의 장기적 변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실한 요구가 없

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미약하다. 특히 건설기술은 무엇

보다도 그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파악이 무엇보

다 절실하고 전문기술이 요구된다. 동토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은 동토의 기본적인 역학성질일 것이며, 

이를 위한 동토의 기본적인 강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선행되었던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시험을 통해 동토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강도 특성을 결정하고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2. 동결토에  향을 미치는 요소

2.1 토질

토질이 동결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토립자의 크

기에 의해 좌우되는 모관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립자는 모

관장력에 의해 지하수를 흡수함으로써 동결토에 지속적으로 수

분을 공급하여 동결토의 체적 팽창과 빙정형성에 큰 영향을 미

친다. 즉, 모래는 점토에 비해 지하수를 흡입하는 힘이 적으며, 

따라서 모래지반은 동결하여도 빙정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것을 

입경에 의해 구분하면, 입경이 0.2mm 이상의 사질토에서는 동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0.05∼0.1mm 입경을 가진 흙으로부

터 동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입경이 작을수록 동상성이 강하게 

되며, 입경이 0.005mm∼0.002mm가 되면 동상성이 가장 강하게 

된다.(권기범 2002) 

2.2 동결 온도  

Fig. 1 온도변화에 따른 흙 시료의 부동수분 변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결공시체는 온도가 낮아질수

록 부동수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결토 내 부동

수분이 많을 경우 부동수분의 윤활제 작용으로 인해 일축압축강

도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진 2003)

2.3 부동수분  

부동수분(unfrozen water content)이란 지반이 동결하여도 흙 

속에서 일정한 온도까지 얼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수분을 말

한다. 지반에 동상현상이 일어날 때 지하로부터 모세관현상에 

의해 올라 온 간극수는 흙 속 부동수의 막을 통로로 하여 이동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동결 시 부동수분을 많이 포

함하고 있는 흙에서는 동상이 활발하고, 적게 포함하고 있는 흙

에서는 상대적으로 동상이 작게 일어난다. 또한, 부동수분이 많

고 적음에 따라 동결토를 구성하는 흙 입자와 얼음의 밀착관계

가 달라지므로 동결토의 강도가 달라지고, 동결토의 열전도율, 

전기비저항 등도 달라진다(김영진외 2003).

2.4 재하속도  

동결모래의 재하속도에가 느리면 흙입자와 얼음사이의 압축

력이 얼음의 융해를 일으키면서 물이 생기게 되고, 이 때 이 물

들의 이동 후 재 동결과정에서 흙입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공시체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면서 완만한 강도 

변화 곡선을 보이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 급한 경사의 변위에 

대한 강도 변화 곡선을 보이게 된다.(Richard A.Bragg 외 1981)

3. 시험 방법 및 장비

3.1 시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직경 73.8mm, 길이 180mm로 주

문 제작한 스텐레스관을 몰드로 사용하였고, 밀도를 균질하게 

하기 위해 기존은 표준다짐시험에서 공시체에 가해지는 다짐

에너지와 동일한 다짐에너지를 주기 위하여 2.5kg 램머로 3층, 

낙하높이 250mm에서 각 층마다 16회 다짐을 실시하여 제작하

였다. 또한 함수비에 따른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함수

비를 7%, 15%, 20%로 각기 다르게 주었으며, 일관된 결과 값

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번의 시험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다짐된 시편은 동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 손실을 고려하여 랩으로 윗부분을 마감하였다. 

동결 시에는 동결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

5℃, -10℃, -15℃로 Fig. 2 와 같이 동결시간에 따른 강도는 일

정시간 이후 변화가 없으므로 24시간(1440분) 동안 동결시킨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동토의 경우 동결온도에 따라 예민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시편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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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동결시간에 따른 일축강도 

24시간 동결시킨 시편은 동결과정에서 몰드와 시편 사이의 수

분으로 인한 부착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추출 시 전동식 

코어 추출기를 사용하였으며, 추출중 시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출속도는 3mm/sec로 고정하였다. 추출된 시편은 일

축압축시험 중 시험기 위, 아랫면에 밀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시체 상, 하부를 절단기로 트리밍 하였다. 모든 과정은 작업 

중 발생하는 열에 의한 동결 공시체의 융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Cold Room 내에서 동결온도와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며 수

행함으로써 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트리밍 작업 

후 한 시간동안 추가 동결시킨 뒤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시 

재하속도는 총 6단계( ×  , ×  ,

×  , ×  , ×  , ×   ) 의 

하중재하속도를 주어 다양한 경우에서의 강도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3.2 시험장비

본 연구가 수행된 Cold Room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Dimension : 4m×6m×2.6m

 - Temperature Control : -30 deg ~ + 15 deg

 - Temperature Accuracy : ±0.5 deg at -20 deg

 실험에 사용된 만능재료시험기는 저온에서 작동 가능 하도록 



특수 제작된 챔버형 장비로서, 인장 압축, 굴곡, 항절 시험 등

을 수행할 수 있다. 종래의 지침식 시험기(Analog) 및 숫자식 

시험기 (Digit Type)에서 발전된 것으로 하중을 전자식 감응 

장치인 Load Cell로 감지하여 디지털 장치로 표시하게 되며, 

정밀도 및 내구성 면에서 기존 시험기 보다 발전된 시험기이

다.

4. 시험 결과

4.1 재하 속도에 따른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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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ressive stress - Axial strain curve of -15℃

Fig. 3은 재하 속도가 ×   , ×   , 

×    일 때의 일축 변위에 대한 압축응력의 그래

프이다. 각 함수비 함량에 따라 조금 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는데, 함수비 7%와 15% 의 경우 초기 항복응력점 이후 최대 항

복응력점 까지의 거동을 보면 재하속도가 빠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재하속도가 빠른 경우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파괴 거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느린 재하속도에서는 작용하는 압축력에 의해서 시료 내 

흙입자와 얼음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얼어

있는 얼음이 융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 때 발생한 물들이 시료

의 공극을 통해 이동을 하며 흙 입자의 재배열을 유도하면서 시

료의 조밀도를 높이게 됨에 따른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함수비 

함량이 20% 인 경우에서는 모든 재하속도에서 비슷한 변위 모

습을 보이는데 이는 함수비 함량이 많음에 따라 공시체 내 공극

의 부족에 따라 물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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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ilure strain - strain rate curve 

Fig. 4는 재하속도에 대한 파괴변형률에 대한 그래프이다. 보

통의 시료의 경우 재하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시체가 그 힘을 

밑으로 분산하는 시간이 짧아짐으로 인해 빠른 파괴변위를 보이

는 반면 동결공시체의 경우 파괴변위의 차이는 거의 없음을 보

인다. 이와 함께 Fig. 3에서도 초기항복점 이후 최대 항복응력까

지의 거동을 통해서 파괴에 저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동결공시체 내 점토의 점착력의 저항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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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ressive strength - strain rat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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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itial tangent modulus - strain rate curve

Fig. 5는 각 함수비에서 재하속도 증가에 대한 일축강도의 증

가를 보여주고 있다. 재하속도  이전까지는 속도 증가

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강도 변화

가 일정함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6에서 재하속도의 증가에 따

른 초기탄성계수의 변화 폭이 일정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동결공시체의 체적의 재하속도

로 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2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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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ressive strength - degrees below freezin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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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itial tangent modulus - degrees below freezing curve

Fig. 7과 Fig. 8은 각각 각 함수비에서 온도 증가에 따른 강도와 

초기탄성계수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그래프는 온도 중

가에 따라 강도나 초기탄성계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또한 함수비에 따른 증가폭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동결공시체내에 존재하는 얼지 않는 물 부동수분의 량이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함에 따라 보이는 경향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결공시체의 동결온도, 함수비, 재하속도에 

따른 강도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기

탄성계수 및 파괴변형률을 확인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1) 재하 속도의 증가에 따라 초기 항복 응력점에서 최대 항복 

응력점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은 공시체내 얼음의 융해와 그에 

따른 물의 이동, 흙 입자의 재배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재하 속도에 따른 압축 강도와 초기탄성계수를 통해 최적

의 재하속도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하지만 추 후 연구를 통해 재하속도에 따른 압축강도의 선

형회귀분석을 통해 재하속도 결정을 위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4) 온도변화를 통해 동결공시체내 부동수분의 량의 변화를 

압축강도와 초기탄성계수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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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researched about the movement characteristic of 5MW spar type floating offshore wind turbine in 
deep water. The feature of dynamic response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while 
spar buoy is moored with taut mooring lines. Simulations are presented of the reponses in various sea states with wind 
force, wave loads and current. All parts are regarded as a rigid body with six degree freedom. The SESAM computer 

program system from DnV software has been throughly used for this te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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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의 재료강도 특성에 한 북극해 장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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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Arctic Ocean 북극해, Ice field trial 빙해역 실선시험, 
Compression strength 압축강도, Flexural strength 굽힘강도, Failure strain 괴변형도    

ABSTRACT: Field trial in ice-covered s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n the design of icebreaking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To correctly estimate ice load and ice resistance on ship's hull,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sea ice during ice 
field trials and to perform the proper experimental procedure by gathering effective ice data. The first Korean-made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had her second sea ice trial in the Arctic Ocean during July and August, a summer season of 2010. This paper 
describes test procedures to obtain proper sea ice data which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to ship's performance in ice-covered sea and 
to estimate the correct ice load and ice resistance on the IBRV ARAON. The data gathered form three sea ice field trials in the 

Chukchi Sea and Beaufort Sea during the Arctic voyage of the ARAON includes ice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and failure 
strain of sea ice. This paper analyses the gathered sea ice data in comparison with data from the first voyage of the ARAON during 
her Antarctic Sea ice trial in January, 2010.

1. 서  론

  쇄빙선박이 해빙과 부딪히며 운항할 때 선체와 얼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박은 빙하 과 빙 항을 받게 되는데 쇄빙

선박 설계에 있어서 빙하 과 빙 항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

는 일이 가장 먼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선박이 건조

되기 에 빙해수조에서 모형시험을 수행하고 건조 후에는 이

를 검증하기 하여 빙해역 장에서 실선시험을 수행하게 되

는데 여기서 선체와 해빙과의 충돌에 따른 빙하  계측과 빙 항

을 선상에서 실측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러한 빙하 과 

빙 항을 추정하기 한 기 자료로서 장에서 해빙에 한 강

도특성을 악하는 일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국내 최 의 쇄빙연구선인 ARAON호는 2009년 건조된 이후 

각각 남극해(2010년 1월)와 북극해(2010년 8월)에서 빙하 과 빙

항 그리고 해빙의 재료강도 특성을 계측하는 실선시험을 수행

하 다. 이 논문은 2010년 여름 ARAON호의 북극해 항해에 동승

하여 북극해의 Chukchi Sea/Beaufort Sea 등지의 빙해역에서 세 

차례 실선시험을 통해 수집된 북극해 해빙에 한 재료강도 특성

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교신 자 최경식:       부산 역시 도구 동삼동 1번지

                        051-410-4324  kchoi@hhu.ac.kr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최 의 쇄빙선박인 ARAON호를  이

용한 실선시험을 통해 기본 인 해빙의 재료강도 데이터를 획득

하는 방법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를 하여 본 연구 이 직  

계측에 참여한 2010년 8월의 북극해 해빙의 재료특성 시험결과

(Lee et al., 2010)를 분석하 고 이 결과를 2010년 1월에 있었던 

ARAON호의 남극해 시험결과(Likhomanov et al., 2010)와 비교

하 다.

  

2. 빙해역 실선시험 장소

  빙해역 실선시험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동시베리아 사이의 북극해인 Chukchi Sea 와 Beaufort Sea 근

해로서 Fig. 1에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ARAON호의 이동경로와 세 차례 실선시험이 수행된 장소를 

개략 으로 표시하고 있다. 세 차례 실선시험에 앞서 7월 20일 

73˚N, 168˚W 부근 해역에서 장비 테스트  계측 시스템을 

검하기 한 목 으로 실선시험이 1회 수행되었으나 이 때 얻

어진 데이터는 테스트 도 에 계측장치를 바꾸거나 재측정 등

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일 성이 없는 자료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빙해역 실선시험은 ARAON호의 쇄빙능력테스트를 겸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주행시험을 해서 선박 길이의 2.5~3배, 폭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1.5~2배 크기의 해빙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다. 2010년의 

여름 북극해 얼음은 상당히 용융이 진행되어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크기의 해빙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Fig. 1 Field tests route 

No. Location 
Size of 
Sea Ice 

Floe ( )

Ice Thickness

( )

1 77°01N, 159°56W 200×80 2.24

2 77°02N, 159°49W 280×100 1.88

3 77°59N, 159°38W 300×110 2.46

Table 1 Ice condition at the ice field trial sites

  

  Table 1과 같이 총 3차례의 장 실선시험이 진행되었다. 해

빙 에서의 장 조사는 우선 쇄빙능력테스트를 한 주행구

간을 직선으로 표시한 후 10m 는 20m 간격으로 구멍을 뚫

고 해빙의 두께를 측정하고 주행구간의 양 끝과 간에서 해

빙을 두께 방향으로 시추하여 해빙의 코어를 추출하고 온도, 

도, 염분 측정을 한 시편과 1축압축시험을 한 시편으로 

가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차 시험(Fig. 1, #1)은 지 시간으로 2010년 8월 3일 13:00

시경에 77°01N, 159°56W 부근에서 주행거리를 160m로 정하고 

시작, 간, 끝  (0m, 80m, 160m) 부근에서 총 8개의 해빙의  

코어를 채취하 다. 해빙의 외형과 시편을 조사한 것으로 단

할 때 이 빙 의 하부에 여러 겹의 얼음이 겹쳐진 형태로 분

포되어 있었고 1년생빙은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2차 시험(Fig. 1, #2)은 8월 4일 15:00시경 1차 시험과 비슷한 

치에서 주행거리를  210m로 정하고 수행하 다. 이 곳 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작, 간, 끝  (0m, 100m, 150m) 부

근에서 총 9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시험하 다. 

  3차 시험(Fig. 1, #3)은 8월 5일 16:00시경 2차 시험 장소에서 

도로 약 1° 올라간 치에서 주행거리 200m로 정하고 수행

하 다. 시작, 간, 끝  (0m, 100m, 200m) 부근에서 총 6개

의 코어를 채취하여 시험하 다. 이곳은 1차, 2차 시험장소와 

마찬가지로 2년생빙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해빙의 두께는 최

 5m 까지 매우 두껍고 균일하지 않았고 강도 한 다른 곳

에 비해 상보다 컸다.

3. 해빙의 재료특성 시험

3.1 시편의 가공

  Corer는 미국 Kovacs Enterprise사 제품으로 원형의 시편을 

추출하는 장비이다 (Fig. 2). 드릴비트의 길이는 1m이고 드릴

비트 안쪽 지름은 3인치(약 7.5cm)로 연결 으로 연장하면 총 

3m 깊이까지 시추할 수 있다. 나선형 핀이 설치되어 시추작업 

시 삭된 얼음조각이 쉽게 추출되도록 되어 있고 드릴비트 

안쪽에 설치되어있는 이식 해치로 인해 해빙이 삭되어 들

어오면 해빙이 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채취된 시편의 직

경은 버니어캘리퍼스를 통해 다시 측정하여 약 7.1cm 인 것을 

알았다 (Fig. 3).

  추출된 해빙의 코어를 압축시험을 한 표 시편으로 만들

기 해서 Fig. 4와 같은 시편 단기를 이용하 다. 이 장치는 

2  회 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한 길이로 시편을 가공

할 수 있다. 1축압축시험을 한 시편의 길이는 시편 직경의 

약 2.6~3.2배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7배로 정도인 

19cm로 사용하 다 (Timco and Weeks, 2010). 추출된 코어로

부터 깊이 방향으로 따라 상, , 하의 세 부분으로 나 어 상

태가 좋은 부분만을 선택하여 시편으로 가공하 다.

Fig. 2 Coring with 3" ice corer

Fig. 3 Collected ice core samples



Fig. 4 Ice core sample cutting machine

Fig. 5 Portable compression tester

3.2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해빙의 1축압축강도를 측정하기 해 사 에 제작된 Fig. 5의 이

동식 압축강도시험기를 이용하 다. 시편이 괴 될 때의 하 (N)

과 변 (mm)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동식이긴 하지만 량이 무거

워 장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선박의 외부 통로에 설치하여 가능

한 빠르게 시편을 운반하여  압축시험을 수행하 다. 압축강도는 

계측된 하 을 해빙 시편의 단면 으로 나 어 계산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해빙의 깊이에 따라 추출된 시편을 1축압축이 진행

되는 동안 발생한 최 하 과 단면 을 계측하여 압축강도를 

계산하 고 함께 계측된 변 를 통해 괴변형도(failure 

strain)도 계산하 다. 

3.3 굽힘강도 (Flexural strength) 

  직  시험기를 이용해 계측되는 압축강도와는 달리 굽힘강

도는 계측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빙의 온도, 염분, 도 계측치

를 이용하여 간 으로 경험식을 통해 굽힘강도를 추정하

다. 굽힘강도를 계산하는 경험식으로는 다음 식으로 표 되는  

Timco and O'Brien(1994) 식을 사용하 다.

 
                                     (1)

여기서  : 해빙의 굽힘강도 (MPa)

           : 염수 체 비 (무차원)

그리고

         




       (-0.6℃≥≥-22.9℃)

        : 해빙의 도 (g/cm3)

        : 해빙의 염분 (‰)

               

  이 식을 사용하기 해서 두께 방향의 치에 따른 해빙의 

온도와 염분, 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성치의 측정치

에 해서는 기발표된 자료를 참고하 다 (박 진 외, 2010). 

 식에서 보면 해빙의 내부온도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데 온도가 -0.6℃보다 높은 경우는  식을 사용할 수 없다. 실

제로 계측된 여러 시편의 온도가 해빙의 용융  이상으로 높

아서 시편 상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아도 계측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4. 장시험 결과  데이터 분석

Test Date and 

Loaction

Coring Site
(m)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2010. 08.03

(77°01N, 159°56W)

0 1.40 0.16

80 1.55 0.19

160 1.84 0.15

Mean 1.60 0.17

2010.08.04

(77°02N, 159°49W)

0 1.37 0.16

100 1.67 0.18

150 1.60 0.14

Mean 1.55 0.16

2010.08.05

(77°59N, 159°38W)

0 2.70 0.21

100 2.43 0.29

200 1.91 0.26

Mean 2.35 0.25

Table 2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of Arctic sea ice

  장시험을 통해서 얻은 해빙의 재료강도특성 데이터는 

Table 2  Fig. 6와 같다. 총 3차례의 장시험을 통한 체 

시편의 평균 압축강도는 1.83MPa 으며 도가 비슷했던 1

차, 2차 시험장소와 도 약 1° 쪽인 3차 시험장소의 압축강

도를 비교하 을 때 고 도로 갈수록 해빙 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쇄빙선박 설계 시 해빙의 압축강도 기 을 1~6MPa 

정도로 사용하는데 이번에 북극해에서 계측된 해빙의 압축강

도는 여름철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8월 북극해의 상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체로 낮은 강도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이 시기의 

북극해에서는 해빙이 상보다도 훨씬 빨리 녹고 있는 상태이

며 얼음의 조직이 구조 으로 심하게 약화된 상태라는 것이라 

추정된다. 



Fig. 6 Profiles of sea ice compressive strength 

(Arctic 8/3~8/5)

Fig. 7 Profiles of sea ice flexural strength (Arctic 

8/3~8/5)

 



Test Date and 

Location
Coring Site No.

Flexural Strength

(MPa)

2010. 01. 26

(74°47S, 137°22W)

1 0.29

5 0.49

11 0.19

Mean 0.32

2010. 01. 27

(74°25S, 137°59W)

1 0.24

5 0.29

11  0.40

15a 0.20

Mean 0.29

2010. 01. 29

(74°25S, 137°59W)

1 0.31

5 0.24

9 0.26

11 0.33

Mean 0.28

Average Total 0.30

Table 5 Flexural strength of Antarctic sea ice (Likhomanov, 

2010)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빙의 압축강도는 일반 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짐을 확인하 다. 반면 해빙의 온도는 깊

이에 따라 체로 낮아지는데 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 진 외, 2010).   

  

  다음으로 Table 2와 Fig. 7에는 Timco and O'Brien(1994)식

을 통해 굽힘강도를 간 으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

빙 체 시편의 평균 굽힘강도는 3차례 시험에서 190kPa로 쇄

빙선박 설계 시 사용되는 굽힘강도 기 인 550kPa 보다 상당

히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고 도로 갈

수록 강도가 커고 해빙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체로 증가하

다. 

  한편 Table 3은 2010년 1월 남극해에서 러시아의 AARI 연

구 이 계측한 굽힘강도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같은 경

험식 (1)을 이용한 것이다. 남극해와 북극해 해빙의 굽힘강도 

값을 비교해보면 북극해 해빙은 남극해의 해빙의 굽힘강도 평

균인 300kPa 보다 작았다. 시험 당시 남극해에는 두께 2m 내

외의 1년생빙이었으며 북극해에서는 비교  두꺼운 2년생빙이

지만 조직이 많이 약화된 해빙이었다. 이 게 북극해에서의 압

축강도  굽힘강도는 체로 상보다 낮은 강도특성을 보이

고 있는데 높은 기온도로 인해 얼음이 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 상태여서 해빙의 조직이 구조 으로 약화된 상태라고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압축시험을 통한 해빙의 깊이에 따른 괴변형도

(failure strain)를 알아보았다. 괴변형도는 압축시험 시 최

하 에서 기록된 변 를 통해 구할 수 있다. Fig. 8은 해빙의 

깊이에 따른 괴변형도이고 Fig. 9는 압축강도와의 계를 보

여주고 있다. Fig. 8을 보면 마지막 3차 시험 때 해빙의 두께는 

최  5m까지 계측되었지만 총 3차례 시험장소의 평균두께인 

약 2.19m를 기 으로 볼 때 변형도는 0.005~0.015 사이 고 해

빙의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체로 증가하 다. 앞서 해빙의 

깊이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는데 이를 토 로 

Fig. 9를 보면 0.005~0.015 사이에 괴변형도 계측되었고 압축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Failure strain vs. ice thickness

Fig. 9 Failure strain vs. ice compressive strength

5. 결  론   

  

  이 논문은 2010년 여름 ARAON호의 북극해 항해에 동승하

여 북극해의 Chukchi Sea/Beaufort Sea 등지의 빙해역에서 세 

차례 실선시험을 통해 수집된 북극해 해빙에 한 재료강도 

특성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이번 장시험을 통해 북극해의 반 인 자료는 아니지만 해

빙의 압력강도  굽힘강도 데이터를 독자 으로 확보할 수 있

었다. 상보다 높은 기온 등으로 인해 체로 낮은 강도값을 

보여주고 있었고 2010년 1월 남극항해 보고서의 강도에 비해서

도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해빙의 깊이에 따라 압축강도가 

체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변형도도 증가함을 확

인하 다. 

이번 북극해 실선시험은 북극해의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을 했

기 때문에 북극해 해빙의 재료강도 특성에 한 반 인 정보

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연구진에 의해 독자 으로 시도된 

이번 북극해 실선시험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쇄빙선박을 이용

하 다는데 가장 요한 의미가 있고 향후 동 선박을 이용하여 

동일한 실선시험을 수행하기 한 표 화된 실선시험 차를 마

련하는 데 요한 기여를 했다고 단된다. 앞으로 북극과 남극

의 실선시험을 통해 보다 많은 빙상정보  해빙의 재료특성 자

료를 확보함으로써 북극해 항로 개척과 쇄빙선박의 건조에 있어

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후  기

  본 논문은 2009년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과제 (Grant 

No. 10033640)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참 고 문 헌  

박 진, 김 환, 최경식 (2010). “쇄빙선 ARAON을 이용한 북극

해 해빙의 재료특성 조사”, 한국해양공학회 추계학술 회 논

문집, pp 146~152. 

Lee, C.J. et al., (2010), “Arctic Sea Voyage of the Icebreaking 

Research Vessel ARAON", 2010 Summer Ice Field Test 

Report.

Timco, G.W and Weeks, W.F. (2010). "A Review of the 

Engineering Properties of Sea Ice", Cold Regions Science 

and Technology, Vol 60, pp 107~129.

Timco, G.W and O'Brien, S. (1994). "Flexural Strength 

Equation of Sea Ice", Cold Regions Science and 

Technology, Vol 22, pp 285-298.

Likhomanov, V. (2010). "Full-Scale Ice Trials of the Korean 

Research Icebreaker Araon",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Russian Antarctic Expedition Report, 

pp 84~98.



역학 문제 풀이 도구로서의 SureMath 활용방법
윤길수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How to use SureMath as a tool for solving machanics problems
    

Gil Su Yoon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PKNU, Busan, Korea
                           

   
KEY WORDS: Machanics problem solving 역학문제 풀이, SureMath 슈어매드, Heuristic study 자발적 학습

ABSTRACT: Mathematics is the basic for learning advanced subjects such as Algebra, Physics, Chemistry, Machanics etc. from grade 
school to graduate school and beyond. To solve mathematical problems especially mechanics is not easy for ordinary students, so it is 
liable for students to give up mathematics in high schools and don't want to be engineers. Since IMF, Korea ship building industry 

decreases the share of order confronted with China's aggressive pursuit. More than worse is the diminishment of students for majoring 
of engineering, especially in the fields of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ing. It is originated from chasing for easy and comfort life 
for making money without difficult labors. SurerMath is quite a good supporting program for solving mathematics and machanics 

problems. To give strong motivation for majoring naval architects and ocean engineering with the training of solving for machanics 
problems, training tool such as SureMath can give us one measure for heuristic study for our younger generation. 

윤길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gsyoon@pknu.ac.krr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교육공학학회 국제세미나에 발표된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 서    론 

IMF 이후 공학, 특히 조선 해양공학의 전공 인기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힘든 공부와 노력없이 쉽게 돈을 벌려는 풍조가 퍼

지고 있고 중국의 추격에 우리나라의 조선해양 위상에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젊은 후속세대가 공학, 특히 조선해양공학

을 전공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주어져야만 한다. 본 고에서는 발명과 특허를 통한 

동기 유발과 TRIZ, ASIT 에 의한 발명발상법, 수리문제해결방

법인 SureMath 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젊은 후속세대의 스스로 

학습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역학문제 풀이 도구, SureMath

이공계 학습에서 역학공부는 중요하며 가능한 한 많은 문제들

을 풀어보고 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

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학습

이 필요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와 함께 계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해

야만 한다. 또한 문제풀이를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요즘 i-Phone 의 개발과 보급으로 인하여 학

습에도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학과 관련된 수리

문제들을 스스로 풀며 자발적 학습과 훈련을 위한 훈련도구로서

의 콘텐츠나 도구의 개발은 미흡하다. 따라서 수리문제 해결방

법인 SureMath 의 P.C. 에서의 활용방법과 종래의 모바일 도구

인 PMP와 녹음기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2.1 Emulator, Basilisk II 설치 
  SureMath는 연산이 가능한 워드 프로세서로서 문제와 수식을 

모두 포함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서 Mac. 에서만 사용되어 왔으

나 GNU Basillisk 의 P.C.에서 Mac. 환경을 만들어 SureMath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GNU 에서 open resources 로 발표

한 Basillisk II 를 P.C.에 설치하고 Mac 환경을 만든 후 mac OS 

7.5.3를 설치하고 SureMath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Emulator Basilisk 는 Germany Christian Bauer 가 open source 

software 로 GNU로 공개하여 Fig. 1 과 같이 자유로 사용할 수 

있으나 copy left 를 주창하고 있으므로 유료 프로그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이 P.C.에서 SureMath 활용에 문제점으로 남

아있다 (Basilisk II).  Basillisk II 압축파일을 풀어 2034 ROM 파

일을 복사하여 부팅시킨 후 MAC75.HFV를 실행시키면 Fig. 2와 

같이 P.C.에Mac O.S. 7.5.3 을 설치하며 XP 의 경우 cdenable.sys 

를 Winnt 아래의 system32/drives 파일에 넣어주면 P.C. 에 Mac 

이 실행된다. Fig. 3은 P.C.에서 SureMath 가 설치되어 샐행된 화

면이다. 수학교육에 관해 수학사랑에서 발표하는 등 (윤 2000, 

2004), 다수의 선박 해양 설계와 관련된 수리문제에 SureMath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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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Yoon, Kodama, Park 

2008, Yoon 2010). 

Fig. 1 Files of Basillisk II 

Fig. 2 Screen installed Mac O.S. 7.5.3  

Fig. 3 Execution of SureMath in P.C.

2.2 SureMath 수리문제 풀이에 활용

 Mathlab 과 같은 여타의 고급수학패키지들에 비해 SureMath 는 

그래픽 기능은 전혀 없는 단순한 연산문제를 푸는 도구에 불과이

다. 그러나 하지만 간단한 수리문제 해결에서 동역학 문제를 푸

는 정도는 SureMath 가 더 낫다고 생각된다 (윤 2000, 2003). 동

역학을 포함한 수리문제가 주어졌을 경우, 우선 문제 지문을 입

력할 수 있음과 함께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관련 수식들을 사용하

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수식을 유도하

고 연산결과를 전자수학노트로 보관할 수 있으며 P.C.내의 

SureMath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자유물체도 등은 HWP를 활용한

다. 단 두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플라피 디스켓을 사용하여 두 시

스템의 입출력이 좀 불편하지만 참을만하다. MIT OCW에 Lewin 

교수 물리학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보지 않고 음

성만 듣는다면 이해가 잘 안된다. "And the power, energy per 

second that the Sun puts out in X rays divided by the power 

in optical, which is almost all the radiation of the Sun-- I'll 

give it the symbol of the Sun-- is approximately 10 to the 

minus 7." 게다가 수식이 수반되는데 이를 HWP의 수식입력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Fig. 4에서 보듯이 수식연산은 SureMath를 사

용하고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Fig. 5에서 보이듯이 플로피 

디스켓트로 출력하여 P.C.에서 읽어 HWP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

는 편이 훨씬 낫다 (Yoon 2010). 

  

Fig. 4  Formula derivation and presentation 

Fig. 5 Working process from SureMath in Mac. to HWP 

in IBM P.C. 

3. SureMath 제 풀이

 그림 6에 보이는 아래 예제는 삼성경제연구소 SERI --> Creative 

존 --> 멘사 브레인 파워의 27회 2번 문제이다. 퀴즈 문제는 정답

을 대입해야만 풀이과정을 볼 수 있어 무언가 좀 뒤바뀐 듯하지

만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다.  우측과 같은 배열의 원 안에 1에서 

19까지의 숫자를 한 개씩 넣어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의 모든 

직선 방향 각각의 합이 똑 같도록 만든다면 ? 에 어떤 숫자가 들

어갈까요?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SureMath 를 사용하야만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SureMath를 사용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

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Fig. 7과 같이 변수들 a부터 r까지

를 주어 수식을 유도하였다. 

개수가 다른 5개 그룹의 합이 같이야 하므로 각 배열의 합은 38

이다.  



Fig. 6 A quiz from Mensa club (from Seri, creative zone)

Fig. 7 Name the variables

 

Fig. 8-(a) Formula 1          Fig. 8-(b) Solution l  

각 배열의 수식은 Fig. 8-(a)와 같이 15개가 나온다. 

Fig 8-(a) 의 식 (2)로부터 d를, 식 (6)으로부터 m을, 식 (15)로부

터 n을 유도하여 식 (10)에 대입하면 Fig. 8-(b)에서와 같이 l = 9 

를 구할 수 있다.  Fig. 8-(c)에서와 같이 c = 10을 구한다.      

식 (3) 과 (4) 로부터 e + f = 35, i + j = 35 이므로 (e, f), (i, j)

는 각각 (17, 18), (16, 19)의 순열 조합 8가지 경우가 생긴다.   

Fig. 8-(c) Solution 2

식 (1), (2) 로부터  a + b = 28, a + m = 29 이므로, b = m - 1 

따라서 a = 15, m  = 14, b = 13 이 된다. 

지금까지의 중간 결과를 대입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 Intermediate result

이제부터 (e, f), (i, j)에 (17, 18), (16, 19)의 준열 조합에 대해 따

져보아야 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Table 2와 같은 표를 

작성한다. 각 경우에 나머지 숫자들을 게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나온 숫자가 나오거나 같은 숫자가 중복되어 나오면 그 경

우는 틀리게 배열된 것이므로 지우고 그 다음 경우로 옮겨간다. 

계산 결과 8번째 배열이 끝까지 진행되어 ? 에 해당하는 숫자는 

r = 5가 된다. 

보다 쉬운 예제가 필요하면 SureMath 의 homepage에서 Mary 

의 사과문제를 참조하거나 동영학에 적용한 예를 참조하기 바란

다 (윤 2004, 2007). 

4. 결론

SureMath는 연산이 가능한 워드프로세서로서 수식을 유도하

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SureMath는 old Mac.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emulator Basillisk II 를 사용하여 P.C. 를 

Mac. 환경으로 만들어 SureMath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다. 

Table 2 Trial & errors for permutational combinations

Fig. 9 Correct answer

이로서 수식 유도와 수리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P.C.에

서 SureMath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Seri 사이트의 멘사 퀴

즈의 풀이과정을 통하여 SureMath 로 많은 경우의 시행착오 계

산을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고의 내용 일부 외에도 지식

재산에 관한 동영상이 KOCW (Korea Open CourseWare) 발명

과 특허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KOCW homepage). 

최근에 iPhone 의 선풍적인 인기에 영합하여 학습도구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종래의 모바일 

기기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아 문

제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직접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다. 수학, 역학 문제를 억지로 암기를 통해 공부하지 않고 

SureMath 와 같은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즐겁게 푸

는 훈련을 통하여 수리문제, 역학문제 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능력을 배양하여 이공계, 특히 조

선 및 해양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움으로써 

조선해양 분야의 인력양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후    기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SureMath 의 저자 MacAllist 교수와 

일본의  방송통신대학 Kodama 교수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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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 실시간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호․이경호․김대석․이광․이정민(인하대학교)

최근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생애주기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해상 플랜트의 경우 해상에서 홀로 운영되어 지기 때문에 제
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상 구조물의 경우 복잡한 구조를 이
루고 있어, 검사자가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 한, 작업자는 문제 발생 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유지 
보수를 이루어 내기 또 한 쉽지가 않다. 실제로, 해상 사고의 64 % 이상의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 한다고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해양 구조물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 하고자 실시간 검사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한다. 실시간 검사 체계
에 있어 검사자 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최근 사용량이 급증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접목 하여 간단한 
프로토타입의 구현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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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인식을 통한 통합 도장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김대석․이경호․김진호․이광․이정민(인하대학교)

조선 산업에서 강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는 자재는 도료이다. 그러나 조선 1위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대형 조선소를 비롯
한 중소형 조선소에서 도료와 같은 원자재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Painting BOM(Bill Of 
Material)이 생성되는 시점부터 Project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에 걸친 전 생애 주기 동안의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
고자 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생성이 되어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도장 면적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
에 대한 방법을 관련 연구 동향조사 후 실제 프로그램 구현적인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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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ord-wide overview is presented of the current state of mass cultivation of seaweeds. In comparison with a total annual 
commercial production of fish, crustaceans and molluscs of about 120×10

6ton, of which one-third is produced by aquaculture, the production of 
seaweeds is about 10×10

6ton wet weight; the majority of this comes from culture-based systems. Also, in recent years, several reports have 

investigated the possible use of seaweed as a renewable source and analyzed such a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seaweed biomass. 
This study describes conceptual design for constructing offshore biomass and was carried out measured wave and current conditions at the test 
farms in Gijang and Wando. The results of  current conditions both of them are 34~40 cm/sec by observation, 43~57 cm/sec by numerical 

simulation, and of maximum wave height conditions are 8~9 m in Gijang, 3~4 m in Wando, respectively. We considered more physical and 
biological parameters to analyze detailed data for high efficiency biomass culturvation system of seaweed. 

1. 서    론 

세계 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비한 체에 지 개발, 국제

 기후변화에 응하기 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에 따라 

환경친화 이고 지속  이용이 가능한 응 략마련에 치부

심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  패러다임으로 선언하고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이는 동

시에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 이다. 그 

에서도 국가과학기술 원회와 미래기획 원회의 합동회의에

서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신성장동력을 발표하 으며 그 

에서 신재생에 지가 17개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향

후 2050년까지 신재생에 지 보  비율을 20%까지 확 하는 목

표를 설정하 다. 따라서 재의 기술능력을 기 으로 바이오매

스는 상당히 잠재성을 가지는 신재생에 지이고, 특히 식용작물

의 바이오연료화는 세계 인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서 식량자원과 경합이 되지 않는 해조류를 제3세  바이오매스

로 주목하고 있다. 해조류는 육상식물보다 발효당 함량이 으

나 단 면 당 생산성은 우수하고 국내의 경우 3면의 연안과 국

토면 의 2.3배에 달하는 배타  경제수역을 바탕으로 충분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90만톤의 해조류 생산력을 가짐

과 동시에 세계  선두그룹의 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 량양식을 통한 바이오매스 확보를 한 기술

수 은 아직 기단계이며, 기존의 양식 시스템으로는 바이오에

지 생산용 바이오매스를 충당하기에는 양식장 면 이 

으로 부족하고, 높은 노동단가를 지 해야하는 경제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유용 속, 산업용 활용소재 

개발, 고기능성 건강식품  화장품등의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

하여 경제성 증 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함과 동시에 량의 원료

를 공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가

능하게 하기 한 개념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

거의 경험  양식시설 치선정에서 벗어나 량생산  주변환

경에 합한 공학 이고 체계 인 지선정 기술개발이 시 하

다. 그러나 한 자연기질(natural substrate)의 부족과 불리한 

기상  수로학  조건들 때문에, 형조류(macroalgae) 즉, 해

조류 양식시설의 합한 설치지  선정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Lüning 

and Buchholz, 1996; Buc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표 인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 

일도와 기장 문동항 면해역에 하여 해조류가 생장하는 해

양환경 조건  량양식시설물 설치를 한 해양물리조건을 조

사·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양식구조물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로 필요한 개념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량  자동화 생산 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 인 

량양식  수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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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조류 량양식을 통한 바이오에 지 생산 

2.1 국내·외 해조류 양식 황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은 1623~1649년경 시작된 김양식으로

부터 발달되기 시작하여(Sohn, 1993), 2001년 재 세계 제 3

의 해조류 양식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해조류 양식

은 동북아시아에 집 되어 있다(Table 1). 해조류의 생활사는 

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양식 기술은 해조류의 분류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생활사  세 교번을 하는 해조류인 김, 

미역, 다시마 등 그룹을 한 양식기술과 반복 인 양재생을 

하는 해조류인 유큐우마, 꼬시래기, 진두발, 모자반 등 그룹을 

한 양식기술은 서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양식

되고 있는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톳, 래, 청각, 모자반 등 

수 종에 불과하여 양식품종이 다양하지 못하며, 양식면 , 양식

건수, 생산량  생산 액 등 모든 면에서 김, 미역, 다시마가 차

지하는 비 이 90%를 넘고 있다.

반면에 세계 으로 상업 해조류 양식에 성공한 종은 거의 200

종에 가깝다(Zemke-White and Ohno, 1999). 

Table 1 Seaweed production (t fresh weight) in three Asian 

countries and a few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in 

1999 (FAO, 2001)                         (unit: ton)

Brown algae Red algae Green algae

World 
production

5,987,490 1,974,110 71,779

China 4,474,090 426,733 47

Japan 231,443 413,057 313

Korea 270,717 208,610 6,447

Philippines - 617,715 3,538

USA 7,955 81 -

Norway 17,892 - -

France 6,939 2,492 119

Spain 28 14,790 -

Portugal - 1,949 -

2.2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 지 생산 연구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 지 생산 연구는 1970년에서 1980

년 의 오일 동 기간 에 새로운 체 에 지원을 찾기 한 

일환으로 미국 서부 연안에서 갈조류인 Macrocystis pyrifera를 

상으로 하여 최 로 시도되었다. 당시로서는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는 한 연구제안서에 의해 미국 서부 연안에서 강철

과 로 로 만들어진 거 한 우산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

해서 Macrocystis를 양식하려 했었다. 그러나 기술자들과 생물학

자들 사이의 원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숙한 엽체가 

물의 움직임에 따라 구조물의  아래로 움직일 때 단단한 기질

에 마모되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갔다. 그 이후  다른 양식 구

조물들이 설치되었으나 지속 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 뿐만 아

니라 당시의 경제성 평가에서는 극히 기술  변화 는 진이 

없으면 매우 실 가능성이 낮다고 하 다. 그러나 재에는 해

조류에서 에탄올만 추출하지 않고 바이오 디젤, 각종 건강기능

식품, 천연재료 등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양식시설의 설계환경인자 분석  해석 

3.1 기장, 완도 해역에 한 해양물리 조사

해조류를 량양식하기 해서는 최 의 생물학  생장조건

을 가짐과 동시에 량생산을 한 구조물 설치시 극치외력의 

향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해역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

일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상 해역에 한 물리  생물

학  지표를 조사하고 설계인자화하여 설계기 으로 사용되어

야 한다. 따라서 가장 기본 인 해양물리조건인 랑특성에 

해 조사하 다. Fig. 1은 기장 문동해역과 완도 일도 해역의 

시험양식장에서 랑 측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  기

장 문동해역에서의 유의 고(Hs), 최 고, 평균주기의 분포는 

각각 0.30∼1.39 m, 0.40∼2.06 m, 5.65∼7.31 sec, 완도 일도 

해역에서는 0.10∼1.14 m, 0.15∼1.66 m, 4.35∼8.74 sec로 나타

났다.

(a) Gijang

(b) Wando

Fig. 1 Results of wave characteristics at test farms.

3.2 설계환경인자 분석  해석

상해역에 한 해양물리조건인 수온, 염분, 탁도등의 조사

도 해조류의 생장조건을 분석할 때 필요한 사항이며, 이와 동

시에 COD, DO, TN, TP등의 화학  조건들을 검토하여 최 의 



생장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장 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해양물리조건 뿐만 아니라 환

경 인 조건까지도 검토 가능한 수치모의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장, 완도에 하여 해수유동특성과 

랑변형특성을 각각 EFDC와 SWAN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측한 장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먼  두 해역의 해수유

동 계산결과 40∼57 cm/sec 사이의 흐름 분포를 보 으며, 

장 측  자료조사 결과인 34∼40 cm/sec보다 다소 높게 나왔

으나 경향은 일치하 다. 한, 랑변형 수치모의에서 50년 

빈도의 설계 가 시험양식장이 있는 해역으로 내습할 경우, 기

장은 8∼9 m, 완도는 4∼5 m의 최  심해설계 가 내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물이 안정성 설계에서 극치값으로 

활용가능하다.

  5. 결    론   

해조류 량양식을 통한 바이오매스 확보를 한 기술수 은 

아직 기단계이며, 기존의 양식 시스템으로는 바이오에 지 생

산용 바이오매스를 충당하기에는 양식장 면 이 으로 부

족하고, 높은 노동단가를 지 해야하는 경제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유용 속, 산업용 활용소재 개발, 

고기능성 건강식품  화장품등의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경

제성 증 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함과 동

시에 량의 원료를 공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한 개념설계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과거의 경험  양식시설 치선정에서 벗어나 

량생산  주변환경에 합한 공학 이고 체계 인 지선정 

기술개발이 시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표 인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 

일도와 기장 문동항 면해역에 하여 해조류가 생장하는 해

양환경 조건  량양식시설물 설치를 한 해양물리조건을 조

사·분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양식구조물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로 필요한 개념에 해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1) 시험양식장에서 압력식 고계를 이용하여 랑 측한 결

과, 기장 문동해역에서의 유의 고(Hs), 최 고, 평균주기의 

분포는 각각 0.30∼1.39 m, 0.40∼2.06 m, 5.65∼7.31 sec, 완도 

일도 해역에서는 0.10∼1.14 m, 0.15∼1.66 m, 4.35∼8.74 sec로 

나타났다. 한, 유속 측한 결과 두 해역의 유속은 34∼40 

cm/sec 이다.

(2) 두 해역의 해수유동 계산결과 40∼57 cm/sec 사이의 흐름 

분포를 보 으며, 장 측  자료조사 결과인 34∼40 cm/sec

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며, 랑변형 수치모의에서 50년 빈도의 

설계 가 시험양식장이 있는 해역으로 내습할 경우, 기장은 8∼

9 m, 완도는 4∼5 m의 최  심해설계 가 내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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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지원에 의해  시범사업(ACTD)으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

를 개발하였다. 이는 최대 속도가 7kts 이상인 무인잠수정으로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이지만 다른 원격제어 무인잠수정에 

비해 높은 최고 속도를 갖기 위해 케이블을 가늘게 하여 저항을 

줄이도록 선체 내에 배터리를 탑재하고 케이블은 제어를 위한 

통신만 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선체의 구성은 자율무인잠수정과 

같이 유선형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이 무인잠수정은 사업의 특성 상 개발기간의 제약이 있어 추

진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현재 세계적으로 소형의 무

인잠수정들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Tecnova 사의 Tecnadyne 

추진기를 채택하였다. 또한 저항의 추정 오차나 추가적인 부가

물이 되는 선각 외부로 돌출되는 센서들에 의한 저항 증가로 최

대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여 설계 값보다 큰 용량의 모델

을 선정하여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서 시스

템들도 요구 성능에 맞추어서 시장에서 확보 가능한 것들을 사

용하도록 설계 하였다.

제어 시스템은 PC104 기반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운용체계

는 Windows XP 기반의 체계를 사용하여 서브시스템의 통합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제어 무인잠수정으로서는 이색적인 

제어 성능들이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동안 수행되었던 주요 성능 시험 결과들을 보여 주

고자 한다.

2. 시스템 소개

본 절에서는 개발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선체, 배터리, 

추진기, 제어 시스템, 센서 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 한다. 

2.1 선체 구조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는 예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되었던 SAUV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되었으나 그 당시와는 시간

적 격차에 의한 서브시스템들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었으나, 복합소재로 제작된 단일내압 선체의 내압성능 확

보에 문제가 있어 내압성능 확보 측면에서 확실한 경험이 있는 

비내압선각 방식으로 선체 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내압선각 방식의 무인잠수정은 별도의 내압용기를 

가지고 있어 유선형 선체를 형성하는 선각과 내압용기 사이에는 

부력재가 설치되고 이들 내압용기, 부력재, 선각 사이에는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 그 크기에 비해 공기 중 중량이 가벼워지

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비내압선각 자체는 구조재가 될 수 없

어 선체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프레임이 필요하고 단

일내압 선체에 비해서는 부력이 부족하다. 다음의 Fig. 1은 자율

항해 무인기뢰처리기 조립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Assembly of the MDV 

Fig. 3 Battery packs within the pressure vessel

위의 그림에서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환형의 구조물들이 선

체의 늑골을 이루는 프레임이며 맨 위의 비내압선각은 플라스틱 

종류의 재질이며 그 밑에 다시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진 부력재 

뭉치가 보이고 있다. 프레임 아래쪽으로 두 개의 원통형 내압용

기가 있으며 가운데 배치되는 대형의 내압용기에는 배터리가 장

착되고 선미 쪽의 내압용기에 제어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이 장착

된다. 맨 앞의 투명 돔은 비내압선각의 일부로 수중 카메라가 

보이도록 투명재질이며 카메라와 함께 팬틸트(Pan & Tilt)에 장

착되는 소나들에 대해서도 음향적으로 투명성을 갖는다. 프레임

과 내압용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다.

2.2 추진기

추진기는 모두 6개가 장착되어 횡요(Roll)를 제외한 나머지 5

자유도를 모두 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선미 좌

Fig. 2 Model 2010 thruster (Tecnova Inc.)

우에 배치되는 주 추진기는 충분한 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선정

되었다.

선정된 모델은 2010으로 정방향 최대추력은 93kgf(약 912.3N) 

이다. Fig. 2는 제작사인 Tecnova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사 

상품 소개 자료의 일부로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추진기의 사진

과 주요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2.3 배터리

배터리는 요구 성능을 만족하면서 선정된 주추진기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 공간과 중량 면

에서 가장 유리한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채택하였다. 예전에는 

누액이 없는 형식의 납축전지(Sealed Lead-Acid Battery)를 사용

하였으나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이에 비해 3~4배의 중량, 공간적 

이득을 갖는다. 배터리는 국내에서 주문제작 되었다. Fig. 3은 

배터리 내압용기 내에 배치된 배터리팩을 보여 주고 있다. 배터

리팩은 모두 5개 이며 4개는 추진기 전용이고 나머지 1개는 제

어 시스템과 센서에 사용된다.

2.4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C104 기반의 하

드웨어를 사용하였고 운용체계는 Windows XP 기반으로 설계

되었다.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는 근본적으로 원격제어 무인

잠수정이므로 선상제어 시스템이 모선에서 운용되며 조종자에 

의해 제어된다. 

그러나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부상하여 스스로 모선의 근처로 

회항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기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

상기반 제어를 이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되었다. 이

러한 영상 기반 제어는 하나의 제어기가 일반 제어와 함께 처리

하는 것이 부담이 되므로 별도의 제어컴퓨터가 영상 자료를 처

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능은 자율항해 무인기뢰처

리기 내부의 제어 시스템에 구현되었다.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는 수중에서의 위치 추적을 위한 

USBL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선상의 USBL 콘

솔(항법 콘솔)에서 목표물까지의 자동으로 항로를 설정해서 운



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있다. Fig. 4는 자율항해 무인기뢰

처리기 내부의 제어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배터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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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 of the MDV control system

그림에서 수중초음파 위치추적 시스템의 일부인 USBL 트랜

스폰더는 제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수중에서 유실되

는 경우에도 내부의 배터리가 다할 때까지 작동하여 수상에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2.5 센서 시스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센서 시스템은 Fig. 4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탐지소나(FLS, Forward Looking Sonar), 식별소나

(ID Sonar), 심도계(Depthmeter), 도플러 속도계(DVL, Doppler 

Velocity Log), 수중 카메라, 자세센서, USBL 트랜스폰더, GPS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식별소나는 목표물을 식별하기 위한 소나로 멀티빔 소나를 채

택하였으며 탐지소나는 일반적인 전방주사소나를 채택하였다. 

도플러 속도계는 그 안에 내장된 자기 컴파스에 의한 방위각 정

보와 고도정보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USBL 한

계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자세센서와 함께 추측항법에 사용된

다. GPS는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가 수면에 부상하였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므로 추측항법의 보정이나 수상에

서의 자율항해 시에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2.6 통신 시스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통신 시스템은 다소 복잡한데 요

구 사양에서 광통신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의 운용과 함께 무선

통신 부이의 운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을 만족 하도

록 세 가지 방식의 통신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제

작 되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수

중에서 조류극복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조류가 약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굵지만 더 강한 인장강도를 갖는 동축케이블을 사용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선통신 부이는 

원거리에서 운용할 때 사용된다. 케이블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

도록 수상에 무선통신 부이를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여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가 이를 예인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다음의 Fig. 5는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가 무선통신 부이

를 통해 운용되는 모습이다.

Fig. 5 MDV maneuvered with radio buoy 

3. 성능 시험

 실제 성능 시험은 50여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본 

장에서는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주요 성능 시험에 대해서

만 설명한다.

3.1 내압시험

내압시험은 설계심도 압력의 1.3배로 3회 반복 가압하여 누수 

및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본 연구원의 내압시

험 장치에서 배터리 내압용기와 주제어 내압용기에 대하여 시험

을 실시하였다. Fig. 6은 배터리 내압용기가 내압시험을 위해 내

압시험 챔버 내에 설치된 모습이다.

Fig. 6 Battery canister installed in pressure chamber 

3.2 VPMM 시험

이 시험은 잠수체의 구속 모형 시험이며 조종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며 보통은 축소 모형을 사용하여 시험 하지만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경우 크기 문제로 원형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이 시험에서 저항시험과 자항시험도 함께 수행되었

다.

Fig.  7 The photo of UUV linked to VPMM

3.3 실해역 성능 시험

실해역 성능 시험은 주로 거제도 장목에 위치한 본연구원의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수행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시험

들이 수행되었다. 여기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실제 최대 

속도 시험과 소나들의 최대 탐지거리 성능 시험, USBL의 수중 

위치 추적 성능 시험, 자동제어 성능, 기뢰제거 성능 시험, 자율 

회항 성능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Fig. 8은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성능시험 중인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

다. 

Fig. 8 MDV at performance test 

3.4 환경시험

환경시험은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가 모함에 탑재되어 운

용되는 장비이므로 선상제어 콘솔과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 

자체의 탑재, 운용 조건에 맞는 환경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환경시험은 진동, 충격, 온도, 습도, 염수분무 및 전자기파(EMC) 

시험을 포함한다. 

3.5 기타 시험

환경시험과 성능 시험  중에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은 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선체의 구조해석, 선체의 

충격 해석 및 조류극복 능력을 해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4. 결    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서 개발하여 현재 해

군의 운용시험 평가 중에 있는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의 시스

템에 대한 시스템 소개와 그 성능시험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군

의 실제 운용 시험평가에서는 실 해역에서의 조류극복 능력, 최

대심도에서의 운용 시험 등의 실제적인 시험이 수행될 예정이

다.

후    기  

본고는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수행된 ‘자율항해 무인기뢰처리기 

개발’ 사업 중 일부임을 밝히며, 대상이 되는 무인잠수정의 상세

한 수치를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한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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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역의 파랑 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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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investigated statistical properties of waves in the sea area of Uljin which is located in East Sea area in Korea. The 
wave data is measured from the AWAC(Acoustic Wave and Current Meter) which was installed in 16m water depth from November 2010 to 

March 2011. Wave data acquisition rate, Hmax, monthly mean Hs, Tz, Tp and wave direction are summarized. It was analyzed distribution of 
Hs and Tz, using the Hs-Tz scatter diagrams. Compare the wave spectrum using the measurement wave data with the wave spectrum was 

obtained by the varying   of JONSWAP wave spectrum, it was approximated the wave spectrum shape at the Uljin sea area.

1. 서    론 

실해역 파랑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다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바람에 의해 발

생된 파랑은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불규칙하며 다방향으로 전파

되는 각 성분파를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김도영, 2006). 이러한 

파랑의 특성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따른 입력에너지가 변화하는 

변동성과 분산성을 갖고 있어, 파력 에너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발전설비를 설계할 경우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정보는 가

용 파랑에너지 양과 파랑의 물리적 분포특성이다(류황진, 2006). 

상대적으로 우수한 파랑 에너지 밀도는 파력발전 적지 선정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며, 파랑특성은 발전장치의 효율 관점에서 최

적화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이다(홍기용 등 2005).

이러한 것의 기초자료인 파랑자료는 필요로 하는 모든 지점에

서 결측이 전혀 없이 현장관측으로 연속적인 자료를 관측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장관측으로는 한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랑 정보를 제공하나 시공간적인 제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파랑수치모델을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11월 17일 부터 2011년 3월30일 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리 한국수력원자력 전면 수심 16m 해역

에 Nortek사의 AWAC 초음파 파고계를 설치하여 취득된 파랑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해역의 파랑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신저자 홍사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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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자료를 이용한 스펙트럼과 JONSWAP 스펙트럼의 값을 

변화시켜 얻어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해당해역의 파랑 스펙트

럼 형상을 근사하여 파랑수치모델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입력자료

와 파력발전장치의 기초설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2. 파 랑 계 측 

Fig. 1 Set up AWAC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가동물체형 파력발전장치 설

치해역인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리 한국수력원자력 전면 수심 

16m 해역(N: 37°05′45.72″, E: 129°23′32.46″)에 대한 파랑

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17일 부터 2011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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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30일까지 Nortek사의 AWAC 초음파 파고계를 이용하여 

매 1시간 간격으로 3500초 동안 4Hz로 파랑을 계측하였다.

Fig. 2 Location of AWAC

Fig.1과 2에서는 AWAC 초음파 파고계 설치장면과 위치를 보

여주고 있다. 

3. 울진해역의 파랑특성 분석

2.1 파고, 주기 특성분석

Table 1은 월평균 Hs, Tz, Tp와 관측율을 나타낸 표이다.    

계측기간 동안 약 92%의 관측율을 보이는 가운데, 2010년 12월

과 2011년 1월의 관측율이 90%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초음파파

고계에 저장된 파랑데이터 수집과 배터리 교환 등, 유지보수에 

걸린 시간동안 파랑계측을 하지 못해서 이다. 

   

Mon Hmax
Mean 
Hs(m)

Mean
Tz(s)

Mean
Tp(s)

Acquisition
rate(%)

2010.11 5.08 0.56 3.82 6.32 100

2010.12 6.60 0.99 4.76 7.47 87

2011.01 8.96 1.36 5.57 8.68 85

2011.02 6.57 0.97 4.37 6.82 100

2011.03 5.22 0.69 3.96 6.31 95

Table 1 Wave Parameters and Acquisition Rate

계측 기간 동안 평균 Hs는 0.95m이고 평균 Tz와 Tp는 각각  

4.55, 7.17sec 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Hs가 높은 달이 



Fig. 7  Hs-Tz Scatter Diagram (2010.11.17-2011.03.30)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Tz와 Tp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측기간 동안 울진 해역의 최대파고(Hmax)는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8.96m이고, 주기는 12.03초로 나타났다. Fig. 3은 

2011년 1월 1일 13시 30분경에 계측된 Hmax의 시계열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매 1시간 간격으로 3500초 동안 4Hz로 파랑을 

계측하여 얻은 Hs와 Tz의 시계열은 Fig. 5에 도시하였다. 

McCowan(1894)은 수심과 쇄파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

을 제안했다. 

                                      (1)

그리고 Weggel(1972)은 해안경사에 따른 쇄파파고의 관계를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고, 식(2)는 해안경사

가 0°일 때,     로 수렴한다. 

   
 


                              (2)

여기서 

  

  
 이다.

초음파 파고계 설치 수심이 16m인 점을 감안하여, McCowan

이 제안한 식(1)에 따르면 쇄파파고는 약 12.5m가 된다. 물론 

2011년 1월 1일 13시30분경 발생한 Hmax가 12.5m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Hmax가 8.0m 이상 되는 파랑이 빈번히 발생되는 모

습을 Fig. 4에서 볼 수 있다. 특히 Hmax가 Hs의 2배 이상인 파

랑을 Freak Wave라 정의 할 때, 울진해역에서 2011년 1월 1일 

13시30분경에 관측된 파랑자료는 Hmax/Hs=2.15로 Freak 

Wave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파향 분포

Table 2와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측기간 동안, 초음파 파

고계 설치 해역의 주파향은 북동방향이 우세하다. 

Mon 2010.11 2010.12 2011.01 2011.02 2011.03

Main 
Wave 

Direction 
NE ENE NE NE NE

Table 2 Monthly Main Wa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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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Wave Direction.

2.3 파고-주기 결합분포표 

계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Hs-Tz의 결합분포를 파고 0.5m, 

주기 0.5초 구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Fig. 6에서 Sum과 

S-per는 각각 개별 파랑의 출현수와 그 백분율이고, Accu는 누

적 파랑수, A-per는 누적 파랑수의 백분율이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측기간 동안, Hs 중 0.5m～1.0m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32.9%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Hs 0.0m～0.5m, 1.0m～1.5m  범위의 파랑은 각각 

29.5%, 20.1%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

다. 

계측기간 동안,  Tz는 4.0sec～4.5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

율이 15.5%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Tz 3.5se

c～4.0sec, 4.5sec～5.0sec 범위의 파랑이 각각 15.4%, 14.3%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2.4 스펙트럼 분석

계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한 스펙트럼과 JONSWAP 스펙트럼의 

값을 변화시켜 얻어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울진해역의 파랑

스펙트럼 형상을 근사해 보았다.

 JONSWAP Spectrum은 식(3)과 같으며

     
  

   
 

 
 (3)

  

여기서 

 ≅




       
      

          이다.

 

 

Fig. 8  Comparison of Real Sea Wave Spectrum and JONSWAP  

        Spectrum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대표적인 Hs에 해당하는 실해역의 

파랑 스펙트럼과 JONSWAP 스펙트럼의 값을 변화시켜 얻어

진 스펙트럼이 정성적으로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울진해역에서 계측된 모든 파랑자료를 JONSWAP 스펙트럼의

로 근사시킨 값의 분포, 백분율 그리고 에 대한 Hs와 Tp의 

선형 근사식을 Fig. 9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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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at Uljin Sea Area Using JONSWAP      

         Spectrum

 % Approximate Equations

1.0 24.8 Tp = 1.462 Hs +6.489 

1.1~1.5 36.2 Tp = 1.799 Hs +5.444

1.6~2.0 23.5 Tp = 1.914 Hs +5.135

2.1~2.5 9.9 Tp = 2.209 Hs +4.563

2.6~3.0 3.1 Tp = 2.264 Hs +4.460

3.1~3.5 1.4 Tp = 2.379 Hs +3.831

3.6~5.2 1.1 Tp = 2.239 Hs +3.307

Table 3 Approximate Equations of the Hs ,Tp to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울진해역의 파랑스펙트럼을 

JONSWAP 스펙트럼이라 가정했을 때, JONSWAP 스펙트럼의 

   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하의 분

포가 전체의 97.5%를 차지한다. JONSWAP 스펙트럼에서 

   을 기준으로 값 3.3 이상이면 해당 해역은 협대역 파

랑분포를 보이고, 값 3.3 이하이면  광대역 파랑분포를 보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울진해역은 광대역 파랑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 대한 Hs와 Tp의 선형 근사식을 보면 

이 커짐에 따라 기울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10년 11월 17일 부터 2011년 3월30일 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1리 한국수력원자력 전면 수심 16m 해역



에 Nortek사의 AWAC 초음파 파고계를 설치하여 취득된 파랑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해역의 파랑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

랑자료를 이용한 스펙트럼과 JONSWAP 스펙트럼의 값을 변

화시켜 얻어진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해당해역의 파랑 스펙트럼 

형상을 근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계측 기간 동안 평균 Hs는 0.95m이고 평균 Tz와 Tp는 각

각  4.55, 7.17sec 이다. 

(2) 계측기간 동안, Hs 중 0.5m～1.0m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

현율이 32.9%로 가장 높은 파랑 출현율을 보이고, Tz는 4.0sec～

4.5sec 범위에 포함된 파랑 출현율이 15.5%로 가장 높은 파랑 출

현율을 보인다.   

(3) 울진해역에서 계측된 파랑 스펙트럼과 JONSWAP 스펙트

럼의 값을 변화시켜 얻어진 스펙트럼이 정성적으로 잘 일치한

다.

(4) 울진해역의 파랑스펙트럼을 JONSWAP 스펙트럼이라 가

정했을 때, JONSWAP 스펙트럼의    이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이고 있고, 울진해역은 광대역 파랑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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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측에 의한 부산 수영만 내의 조류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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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Tidal Current Characteristics at the Suyeong Bay 

in Busan due to Filed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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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Distribution of tide current 조류 분포, salt water exchange 해수교환, Observation of current direction 유향 관측, 

Observation of current velocity 유속 관측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distribution of tide by estimating wave direction and current velocity using RCM9(Recording Current 

Meter) at the Suyeong bay, Haeundae-gu in Busan. Observations on the study area was conducted in two ways. First, the impact of calmness 
of harbor. Second, to evaluate whether water quality is good bay by salt water exchanges.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or calmness of harbor, 
we can evaluate as a good bay the less water circulation occurs. But, in terms of water quality preservation, water circulation should occur in 

closed-bay surrounded by breakwaters. In result, we estimated that the distribution of tide have little influence on calmness of harbor. On the 
other hand, we concluded that we can preserve water quality when we install the seawater flow ports in breakwater's local part for salt water 
exchanges. Salt water exchange has a great impact on water quality at Suyeong bay, so facilitate the exchange of salt water is required to place 

a flat structure.

1. 서    론 

수영강 하구를 중심으로 민락동 수변공원, 올림픽 요트장 주

변, 한화콘도 전면, 춘천하구의 운촌항 주변, 동백섬 군용부두 

전면의 해역은 수영만의 깊숙한 곳에 육지와 연계되어 있는 

해역이다. 이 해안의 수역은 오늘날과 같이 육지와 수역을 연

계시켜 위락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 방재적인 측면, 이용

도 측면, 해안환경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중성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장소로서의 활

용도가 높고, 이용도가 손쉬운 기반조성을 일원화 시켜 체계적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 대한 해역을 이용하기 위해

서는 이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해안특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는 수영만을 중심으로 만내의 

해안특성을 현지관측조사를 통하여 유향 및 유속을 측정․ 분

석을 실시하였다.

2. 해수 유동관측

2.1 관측의 목적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만의 춘천하구지

역 해상에서 2009년 9월 14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Recording Current Meter 장비인 RCM9을 이용하여 파향과 파속

을 계측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영만 내에 조성되고 있는 조류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계측기를 투입하여 DATA 값을 관측하였

다. Fig. 1은 RCM9의 설치지점으로 가능한한 지형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수영만의 내외를 흐르는 조류를 관측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하였다. 해수유동의 관측 목적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해수

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파제로 둘러싸인 폐쇄만에 해수교

환이 이루어져서 항내에 좋은 수질이 보존될 수 있는가를 검증

하고, 방재나 정온도 측면에서 만내의 정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2 RCM9의 기능

관측기기 RCM9은 범용관측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 RCM9은 조류를 관측하는 장비이며 조석, 파의 진행방향, 온

도, 압력, 탁도, 산소 등을 바다, 호수, 하천에 측정을 위한 장비

이다. 특별한 온도 범위에서 잘 사용 또한 북극 지역에 이상적

이다. RCM9은 도플러 전류 센서 기능 및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Fig. 1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measur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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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ing area of the RCM9

Fig. 3 Install method of RCM9

RCM9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저에 설치하여 실

시간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대상지점에서 장

비를 설치하고 평균 10시간에 걸쳐 실시간으로 조류 및 유향의 

DATA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Fig. 2. 및 Fig. 3은 RCM9의 분석 

범위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낸다.

3. 관측 조류의 시계열 및 파향 분석

3.1 조석의 분포

Fig. 4는 관측기간내의 일정지점에 대한 조석의 분포를 시계

열로 도시한 것이다. 이 값에 의하면 9월14일에서 소조기에서 

점차 조위가 상승하여 9월19일에 만조위로 되었다가 다시 소

조기로 접어들고 있다. 만조시의 조차는 1.15m로서 부산항의 

1.28m보다 비교적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측정일자에 따

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감안하면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Fig. 5는 수영만에서의 조석에 대한 조화분석

도를 나타낸다.

Fig. 4 Field distribution of the measured tide

Fig. 5 Tidal analysis graph at Suyeong bay

3.2 유동분포

Fig. 6 ∼Fig. 15는 관측한 조류유속변동분포와 이에 대한 유

속과 유향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속

분포의 전체형상이 조위의 형상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다만, 곳곳에서 평균값보다 크게 나오는 값은 계측기기를 설

치한 주변에서 소형어선의 항주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월 18일에 관측된 50cm/sec의 값은 중형선박

의 항주파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온도에 영향을 크게 준다.

즉, 폐쇄만이 갖는 만의 형태가 폭보다 길이가 길어 다반사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협소한 만내의 부

진동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관측에 의하면 조류유속 분포는 조

석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영만내로 유입될 경우와 유출될 

경우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진다. 즉, 2cm/sec∼6cm/sec의 값으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2.5cm/sec의 값을 갖는다. 분포방향

도 항내로 유입될 경우는 동일방향의 경향이 크고, 항외로 유

출되는 경우도 동일한 방향특성을 갖는다. 조석이 만조에서 간

조로 이행하는 정체기에서는 조류의 유속 값도 거의 평균유속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 관측된 조류유

속의 값으로 보아 조류의 분포 값이 항내의 정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판단된다.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14)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2009. 09. 14)

Fig. 6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15)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15)

Fig. 7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16)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16)

Fig. 8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17)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17)

Fig. 9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18)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18)

Fig. 10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20)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20)

Fig. 11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21)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21)

Fig. 12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22)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22)

Fig. 13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23)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23)

Fig. 14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a) Distribution of tide

(2009. 09. 24)

(b) Distribution of velocity 

direction (2009. 09. 24)

Fig. 15 Distribution of tidal current and velocity direction

3.3 해수교환

부산시가 수영만을 이용하고자 하여 친수 기능을 갖춘 시설을 

구상한다면 무엇보다도 수영만의 수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

다. 수영만의 수질은 춘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제외하면 해

수교환에 의해 수질이 좌우되므로, 설치되는 구조물의 평면 배

치는 원만한 해수교환을 위해 조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

다. 

일례로, 방파제와 같은 구조물의 주목적은 외해로부터 내습하

는 파을 소파하여 만내의 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방

파제가 조성된 만내의 수역은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해

수순환체계가 기존 연안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

다. 강한 조류에 의해 만내와 만외의 해수유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폐쇄된 만내의 수질은 저하 될 것이다. 하지만, 인

간의 복지와 의식향상에 맞추어 수영만 연안은 친수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면에서 단순하며, 기존 방파제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

하여 해수교환이 가능한 방파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해수교환이 

가능한 방파제가 설치 될 경우에 만내에서 일어나는 해수순환의 

형태와 수질 개선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 지역에서의 해수교환량을 산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의 수면적은 약 109,375이다. 해수의 교환량은 Fig. 16

과 같이 수면적과 M.W.L, H.W.L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해수 

교환량은 M.W.L의 경우 약 70,984이며, H.W.L의 경우 약 

141,968이다. 이 결과는 만내에 구조물이 설치 될 경우 구조

물의 평면배치에 따른 해수교환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 Schematic of Computation of Sea-water Exchange 

4. 결    론

본 연구지역인 수영만 지역의 구조물의 평면배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는 방재차원의 만내 정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해수유동은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항으로서 존재하지만, 해일과 호우가 동시에 발생하면 하천유량

이 유입되면서 예상보다도 큰 해수유동이 발생 할 수도 있다. 

둘째로, 수환경 차원의 해수교환이 이루어져 수질이 좋은 만

으로서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재나 정온도의 측면에서는 

만내에 발생되는 해수유동이 적을수록 좋은 만으로서 평가를 받

지만 수질 보존의 측면에서는 방파제로 둘러싸인 패쇄만에 해수

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는 평상시 보다 이

상시에 해수유동이 크게 발생하므로 해수교환에는 문제가 없다. 

관측된 조류의 분석 결과의 분포값이 만내에 정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해수교환을 위해서 방파

제의 국소부분에 방재기능을 갖춘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면 수질

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질환경을 고려한 

구조물 평면 배치가 요구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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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 측에 의한 가막만의 해수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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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quantitatively evaluate a seawater exchange rate in Gamak Bay, the field measurements of 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current have been conducted in the vicinity of the two mouths of the bay in the winter, 2010. tidal 

currents at the east mouth revealed phase lag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ayers while tidal currents at the south mouth had 
similar direction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ayers, although the upper velocity doubled compared to the lower one.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water temperature ranged from 8 to 13℃(mean : 11℃), and represented no difference of water temperature between 

the two mouths but comparatively severe variations at the south mouth. Based on spectral analysis, water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appeared to have a major period of 12 hours and 6 hours, respectively. Seawater exchange rates in terms of the salinity in 
Gamak Bay during 29 tidal periods turned out to be 5.05∼87.83%(mean : 33.54%) at the east mouth while 7.60∼87.86%(mean : 

39.31%) at the south, respectively. 

1. 서    론 

연안역에서의 해수순환은 조류, 해류, 도류  취송류 등

과 같은 다양한 흐름에 의하여 지배되며, 특히 해수순환에 

향을 미치는 큰 하천이 없는 반폐쇄성 해역에서는 조석에 의

한 조류나 취송류에 의한 향이 클 것으로 단되어진다. 일

반 으로 폐쇄성 해역이란 일본의 폐쇄성 해역 환경가이드북 

(2001)의 [폐쇄도지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                                      (1)

여기서 는 만의 면 , 은 만구 경계선의 길이, 은 만의 

최  수심, 는 만구 경계의 수심을 나타내며, 이 값의 크기가 

1.0이상일 때 폐쇄성 해역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의 연구해역인 

라남도 여수에 치한 가막만(Fig. 1)은 동서로 9km, 남북으로 

15km의 달걀모양의 만으로서, 표면 이 112km
2, 해수용 이 

10.2×10
8m3, 내만의 평균수심이 약 9m, 조차가 약 3m인 수역

이다. 술한 폐쇄도지표에 의한 가막만의 폐쇄성은 남쪽만구를 

기 으로 하 을 때 1.21로 폐쇄성 해역에 해당한다. 가막만은 

통 에 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굴양식 어장 의 하나로서 국 

굴 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한 굴은 미

교신 자 이문옥: 남 여수시 둔덕동 남 학교 여수캠퍼스, 

061-659-7151, leemo@jnu.ac.kr

국 FDA승인을 받아 수출하고 있을 정도로 청정한 어장 리가 

요구되는 해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 가막만은 인근 연안역

의 인구  산업시설의 증가로 인해 어장환경이 상당히 황폐해

졌으며, 굴 생산량도 많이 감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반폐쇄성 해역인 가막만의 수질환경회복과 보 을 

해서는 우선 해수순환의 특성을 면 히 악할 필요가 있다. 기

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막만내로의 해수교환은 주로 남쪽의 

월호도와 개도 사이의 월호수도, 돌산도의 신기와 화태도 사이

의 횡간수도, 그리고 백야도와 제리도 사이의 백야수도, 개도와 

제리도 사이의 제리수도  여수항내의 북동쪽에서 여수해 을 

통과하여 돌산 교 을 흐르는 수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으로 밝 져 있다(이규형 등, 1990). 한 수치실험결과에 따르

면, 남쪽 만구에서 시계방향의 와류가 계 에 상 없이 출 한

다. 이것은 동서간의 불규칙한 수심변화 이외에 만구가 좁고 

한 수심이 만내의 다른 수역에 비해 상 으로 깊어 바람의 

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가막만내의 흐름은 계

풍에 의한 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보여 다(김병국, 

2006).

본 연구는 가막만내 수질개선을 한 근본 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해수교환 특성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2010년 

동계에 두 개의 만구에서 실시한 수온과 염분, 조석  조류의 

장 측자료를 사용하여 가막만에 한 해수교환율의 정량

평가를 시도하 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Study area.

2. 재료  방법 

가막만의 동쪽과 남쪽 만구부근의 두 정  C1  C2에 각각 

자기유향유속계, CTD  수온계를 설치하여 2010년 11월 30일

부터 12월 16일 까지 약 16일 동안 장 측을 실시하 다. 두 

정  모두 표· · 층에는 수온계, 층에는 CTD, 층에는 층

별유속계 ADCP(600kHz, RD Instruments, USA)  

FlowQuest(600kHz, LinkQuest Inc., USA)를 설치하 다. 모든 

측장비는 매 1분 간격으로 자동 기록되도록 하 으며, 해수순

환에 향을 미치는 조석자료는 여수검조소 자료를 이용하 고, 

수온에 향을 미치는 기온값은 여수기상  자료를 이용하 다. 

3. 결과  고찰

3.1 조류 측결과

정  C1과 C2에서 2010년 11월 30일 부터 12월 16일까지의 

층별 조류 측 결과를 Fig. 2에서 Fig. 4에 나타내었다. 정  

C1에서의 주 흐름 방향은 창, 낙조시 서(S)-동(E) 방향의 흐름

이 탁월하 으나, 표층에서의 분산은 다소 컸다. 창조시 층별 

최  흐름차는 약 10.0 cm/s 이며, 낙조시 층별 최  흐름차는 

약 15.0 cm/s이었다. 층별 진행벡터도에 따르면, 조류는 층

에서 서(S)방향으로 7.7 cm/s, 표층에서 남동(SE)방향으로 6.5 

cm/s로 각각 나타나, 표 층간의 흐름 방향이 서로 엇갈렸다. 

정  C2에서의 주 흐름 방향은 창, 낙조시 북동(NE)-남서(SW) 

방향이 탁월하 으나, 역시 정  C1에서와 마찬가지로 표층에

서는 특히 낙조시의 분산이 컸다. 창조시 층별 최  흐름차는 

약 15.0 cm/s 이며, 낙조시 층별 최  흐름차는 약 20.0 cm/s

이었다. 층별 진행벡터도에 따르면, 조류는 층에서 북서(NS)

방향으로 2.6 cm/s, 표층에서 북서(NS)방향으로 7.2 cm/s로 

각각 나타나, 표- 층간의 흐름방향은 같으나 크기는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 다.

  

  

Fig. 2 Current scatter diagram of each level.

Fig. 3 Current stick diagram of each level.

 

Fig. 4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of each level.



3.2 수온  염분 측결과

정  C1과 C2에서의 층별 수온 측결과  층의 염분 측

결과를 Fig. 5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측기간 동안 층

별 수온은 약 8∼13℃(평균 11℃)로 나타났다. 수온과 기온과의 

비교에서는 최 일 때 약 3℃, 최소일 때 약 13℃의 차이를 보

으며, 기온의 온도차는 약 20℃로 층별 수온 측결과에 비하

여 약 5배 정도의 차이를 보 다. 두 정 간의 층별 수온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심이 상 으로 낮은 정  C2에

서는 수온의 변동폭이 컸다. Fig. 6의 스펙트럼분석에서는 수온

과 기온 모두 약 12시간의 탁월주기가 나타났으나, 기온은 6시

간 주기도 비교  컸다.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diagram of each level.

  

Fig. 6 Temperature of each level, Intermediate salinity, tide 

and air temperature spectrum analysis.

3.3 장 측자료에 의한 해수교환율

 가막만에 한 기존 연구에서 해수교환율의 평가에 한 

연구는 이명철 등(1982)에 의한 연구결과가 유일한데, 그 결과

에 의하면, 해수교환율을 남쪽만구에서 77∼88%, 동쪽만구에서 

12∼23%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한 조석주기에 한 결

과이지만, 장기 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와의 비교를 

해 인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수교환율 평가 방법은 

Parker et al.(1972)에 의한 해수교환율 평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2)

창조시 만내로 유입하는 해수의 체   에서 처음으로 

만내에 유입하는 외해수의 체  가 차지하는 비율로 교환율

을 정의한다. 창조류에 의한 유입량은 는 외양수 와 만으

로부터 밖으로 나갔다가 창조류때 다시 만내로 되돌아오는 해

수 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지표물질의 농도로서 염분을 사

용하면 다음과 같다. 



  
   

                                (3)

    ,                              (4)

   






                                      (5)

여기서, 는 외양수의 염분, 는 창조류시 만내유입수의 

평균염분, 는 낙조류시 만내유출수의 평균염분이다. 이번 

조사기간 총 29번의 조석주기에 한 해수교환율을 계산하

으며, 측된 염분의 창조시  만조시의 평균염분을 계산하

고, 외양수의 염분은 창조시 염분값을 사용하 다. 그 결과로 

동측만구인 C1에서 5.05∼87.83%(평균 33.54%), 남측만구인 C2

에서는 7.60∼87.86%(평균 39.31%)로 각각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여,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

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경우 소숫  둘째짜리까지 고려한 

염분값의 변화에 따른 오차로 단되어지며, 한 평균 교환율

에 있어서도 정  C2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흐름이 약

한 정  C2보다는 흐름이 강한 정  C1에서의 염분변화가 더 

강하게 반 된 결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막만의 해수교환율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만의 동쪽과 남쪽 만구에서 2010년 11월 30일부터 12

월 16일까지의 측류, 층별 수온  염분 측을 실시하 다. 조

류 측 결과, 정  C1에서의 주 흐름 방향은 창, 낙조시 서(S)-

동(E) 방향이었고, 조류는 층에서 서(S)방향으로 7.7 cm/s, 표

층에서 남동(SE)방향으로 6.5 cm/s로 각각 나타나, 표층에서 

층으로 갈수록 유향의 상차가 존재하 다. 정  C2에서의 주 

흐름 방향은 창, 낙조시 주로 북동(NE)-남서(SW) 방향이었고, 

조류는 층에서 북서(NS)방향으로 2.6 cm/s, 표층에서 북서

(NS)방향으로 7.2 cm/s로 각각 나타나, 표- 층의 유향은 같으

나 크기에 있어서는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 다. 측기간 

동안의 수온은 약 8∼13℃(평균 약 11℃)의 범 에서 변화를 

보 고, 기온과의 비교에서는 최 일 때 약 3℃, 최소일 때 약 

13℃의 차이가 있었다. 두 정 에서의 층별 수온차는 거의 나

타나지 않았으나, 수심이 상 으로 낮은 정  C2에서는 수온

의 변동폭이 컸다. 스펙트럼분석결과, 수온과 기온은 약 12시

간의 탁월 주기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조석주기 동

안의 해수교환율은 동측만구인 C1에서 5.05∼87.83%(평균 

33.54%), 남측만구인 C2에서는 7.60∼87.86%(평균 39.31%)로 각

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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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Moving particle semi-implicit(MPS) method MPS법, Particle iteraction model 입자간 상호작용 모델, Oil boom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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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the numerical prediction of the motion of a boom and an oil spill in a wave flume is investigated using 
the PNU-MPS (Pusan-National-University-modified Moving Particle Semi-implicit) method, which was originally proposed by Koshizuka and 
Oka (1996) for incompressible flow. The governing equations, which consist of the continuity and Navier-Stokes equations, are solved by 

Lagrangian moving particles, and all terms expressed by differential operators should be replaced by the particle interaction models based on a 
Kernel function. The simulation results are validated though the comparison with Violeau et al. (2007). Furthermore, a series of numerical 
simulations under the various conditions are performed in order to estimate more accurately the motion of a boom interacting with oil spill 

under waves. 

1. 서    론 

 

2010년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로부터 알 수 있

듯이, 해양에서의 기름유출 사고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기름

유출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재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름유출 사고에 대

한 방재 대책으로는 2차적인 해양 오염이 염려되는 화학적인 방

법보다 오일 붐을 설치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오일 붐은 유출된 기름의 이동 및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강력한 조류, 기름의 밀도와 점성 

그리고 오일 붐의 흘수의 길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Fig. 1과 같은 오일 붐에서 여러 가지 기름 누유에 대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Violeau, 2007). 이와 관련하여, Milgram and 

Houten (1978)은 유적누유(Droplet entrainment) 현상을 해석하

기 위해 경계면에서의 동압력과 점성력의 상대적인 균형과 계측

된 경계면의 형태 사이의 관계를 이론 및 실험적으로 조사하였

으며, Lee and Kang (1997) 등은 배수누유(Drainag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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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누유, 축적한계누유(Failure by critical accumulation) 등 3

가지 누유 메커니즘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Goodman et. al.(1996)은 해류 속도에 따른 오일 붐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수치적 모델을 개발하였고, Zheng and 

AN(1999)은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방법에 VOF(Volume-of-Fluid) 모델을 적용하

여 기름 누유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배석한, 정연철(2003)과 

Xing et. al.(2010)은 상용프로그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오일 

붐에서의 기름 누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상술한 수치적 

연구는 주로 격자 기반의 Eulerian 접근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Eulerian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기름 궤적의 정밀

한 추적과 분산적인 기름의 분리 또는 합체 등의 과정에 따른 

보존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편, Violeau(2007)는 입자를 이용한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법을 이용하여 개수로에서 다양한 조류 및 파

랑 조건하에서 오일 붐을 이용한 누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입자법은 격자를 이용하는 해석방법보다 복잡한 물리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입자법은 이류항

(Convection) 의 계산을 완전한 Lagrangian 접근에 의해 입자의 

이동으로 계산함으로써 기름 입자의 정밀한 궤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격자 기반의 Eulerian 방법에서 심각하게 유발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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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ive different modes of oil leakage : entrainment, 

drainage, splash-over, boom submergence and boom 

planing (Violeau, 2007)

확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량이 완벽히 보존되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oshizuka and Oka(1996)가 제안한 MPS 

(Moving particle Simulation) 법을 개량한 PNU-MPS(Pusan- 

National-University-modified Moving Particle Simulation) 법

(Lee at. el., 2011)을 사용하여, 오일 붐을 이용한 파랑중 기름유

출 방재에 관한 2차원 입자법 시뮬레이션 수행하였으며,  

Violeau (2007)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2. PNU-MPS 법 

2.1 지배 방정식

비압축성 점성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1)



 


∇∇                             (2)

여기서 는 밀도, 는 시간, 는 속도벡터, ∇는 구배 연산자, 

는 압력, 는 동점성계수, 는 외력을 각각 나타낸다.

연속방정식 (1)은 격자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속도의 발산

(Divergence)으로 표현되는 반면, 입자법에서는 밀도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 Navier-Stokes 방정식 (2)의 좌변은 이류항을 

포함한 라그란지의 전미분(Total derivative) 형태이고, 이는 입

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 계산된다. 한편, 우변은 압력 구배

항, 점성항 그리고 외력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압축성 점성 

유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지배방정식의 편미분 연산자를 

포함하는 모든 항은 MPS 법(Koshizuka and Oka, 1996)의 상

호작용 모델에 의해 치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MPS 법(Koshizuka and Oka, 1996)을 개량하여 정확도와 안정

성을 향상시킨 PNU-MPS 법(Lee et al., 2011)을 도입하여 입

자간 상호작용 모델로 치환하기로 한다.

2.2 커넬 함수(Kernel function)

연속적인 유체의 흐름은 입자의 속도성분, 질량, 압력과 같

은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입자들의 상호작용 움직임에 

의해 가시화 되므로 편미분 형태의 지배방정식은 입자간 상호

작용 방정식으로 변환된다. MPS법에서 입자 상호작용은 커넬 

함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커넬 함수를 이용한다.

 

















 ≤ ≺ 

  ≤ 
                (3)

여기서 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이고, 는 입자 상호작용 범

위를 나타내는 커넬 크기(Kernel size)이다. 커넬 함수는 두 입

자 사이의 거리 즉 중심입자에서 주변 입자까지의 거리에 따

라 각각의 입자에 대하여 물리량의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단, 

임계거리 는 초기 입자 배치 상태에서 평균 입자간 거리 

에 임의의 값을 곱하여 얻는다.

2.3 구배 모델(Gradient model)

PNU-MPS 법에서 입자 의 구배 모델은 입자 와 그 주변 

입자 사이에서 구배 벡터를 입자의 작용·반작용을 고려한 

 




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남정우 등

(2011)은 손상된 탱크로부터의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하여 동일

한 모델을 적용하여, 기름 확산의 과정이 불충분함을 보였다. 

이에 남정우 등(2011)은 입자 와 그 주변 입자 사이에서 구

배 벡터를  




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커

넬 함수로 평균 하여 구배 모델을 재정의하였다. 단, 구배 모

델에서 동일한 입자에 대한 구배 벡터는 고려하지 않는다.

∇   

 
≠









  


        (4)

여기에서 는 계산 공간의 차원이고, 는 초기 입자 배치 상

태에서의 일정한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입자수밀도(Particle 

number density)이다. 입자 의 입자수밀도는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

                 (5)



2.4 확산 모델(Laplacian model)

수학 연산자인 라플라시안(Laplacian, ∇)은 물리적으로 

확산을 의미하며, 입자 가 갖는 물리량의 일부를 주위의 입

자 방향으로 커넬 함수의 분포에 따라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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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 (6)의 는 계산 공간의 차원, 는 해석해와 동일한 

분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이며 식 (7)과 같이 계산 

된다.

2.5 비압축성 모델

만약 입자의 질량이 모두 동일하다면, 유체의 밀도는 입자수

밀도에 비례하므로 연속방정식 식 (1)은 입자수밀도가 일정하

다는 조건과 동일하다.

 PNU-MPS법에서는 비압축성 유동의 계산 알고리즘으로서 

SMAC (Simplified Marker-and-Cell) 법과 거의 유사한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매 시간 스텝은 양과 음의 2단계로 나눈다. 시

각 에 있어서 입자의 위치, 속도, 압력을 각각 
, 

, 


이라고 하면, 제 1단계에서는 점성항과 외력항의 양적 계산을 

통하여 입자의 중간 속도 
를 계산한다. 

제 2단계에서는 먼저 식 (8)과 같이 압력의 포아송(Poisson) 

방정식을 음적으로 계산한다.

〈∇〉 ∆ ∇⋅ ∆




 
        (8)

단, 위 식의 우변의 상수 는 비압축성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1.0이하의 값이며, Lee et al. (2011)은 0.01<<0.05의 

값을 추천하고 있다. 

식 (8)의 좌변은 확산 모델 식 (6)에 의해 연립 1차방정식으

로 이산화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반복해법에 의해 구할 수 있

다. 또한, 식 (8)에서 우변의 첫 번째 생성항은 속도의 무발산 

조건에 해당되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
       (9)

그리고 식 (8)의 우변의 두 번째 생성항은 시뮬레이션이 수

행되는 동안 입자수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

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 (8)에서 생성항

(Source terms)의 수치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변의 두 

번째 생성항에 식 (10)과 같이 Adams-Bashforth 스킴(Bash- 

forth and Adams, 1883)을 적용하였다(Tanaka and Masuna- 

ga, 2008). 

〈∇〉 ∆ ∇⋅
∆





 

            (10)

이때, 는 0.03을 사용하였다.

압력이 구해진 뒤 식 (9)로부터 속도의 수정치 
′를 계산한

다. 단 식 (11)의 우변의 압력 구배 계산은 구배모델 식 (4)를 

사용한다.


′ 

∆〈∇〉                    (11)

최종적으로, 시각 에서 입자의 속도와 위치는 각각 다

음 두 식에 의해 새롭게 얻어진다.




 
′                   (12)


  

 ∆                (13)

2.6 자유표면 경계조건

자유표면 경계조건으로 운동학적 경계조건과 역학적 경계조

건이 있다. PNU-MPS 법에서 운동학적 경계조건은 자유표면 

입자를 직접 이동하여 만족시키고, 역학적 경계조건은 자유표

면 입자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한 0의 값으로 고정함으로써 

만족시킨다. 두 경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표면 입

자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표면 입자의 탐색은 식 (14)

와 식 (15)를 따른다.

  
                  (12)

  
                     (13)

여기서 과 는 1.0이하의 상수이며, 는 임계 거리 내의 

최대 주변 입자 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 는 각각 

0.99, 0.80이다.

2.7 충돌 모델

입자법 시뮬레이션에는 입자간의 상호작용에 충돌 모델을 

사용하여 두 입자간 거리가 어느 이상으로 가까워 질 때 충돌

로 인식하고 서로 척력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충돌 모델이 없

어도 계산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충돌 모델이 없다

고 하더라도 입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국소적으로 압력



(a) Schematic diagram

(b) Before Impact

(c) At the collision moment

Fig. 2 Diagram of collision model

이 높아져 입자들의 반발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 

(14)와 식 (15)를 만족하는 입자는 자유표면 경계조건으로 압력

이 대기압으로 고정되어 입자가 서로 가까워져도 압력이 높아

지지 않는다. 입자들이 가까워짐에 따라 입자수밀도가 증가하

여 자유표면 입자 판정법에 의해 자유표면 입자에서 제외되면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압력의 시간

적·공간적 진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충돌 모델의 도입으로 자

유표면 근처에서 적절한 척력을 발생시켜 압력의 시간적·공간

적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2는 충돌 모델의 도식을 나타낸다. 충돌 모델에서는 충

돌 기준이 되는 거리는 초기 입자간 거리 에 충돌거리 비율 

를 곱한 로 설정하고, 입자간의 거리가 그 이하가 되면 입

자간 충돌 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입자간 질량(밀도)을 

고려하여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 충돌 이후의 속도는 반

발계수(Coefficients of restitution) 를 통해 재계산된다. 본 연

구에서는 Lee et al.(2011)에 의해 와 를 각각 0.98와 0.2로 

설정하였다.

2.8 강체 운동 계산 모델

유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운동하는 강체의 시뮬레이션은 격자

법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입자법에서는 Koshizuka et 

al.(1998)이 제안한 바와 같이 후술하는 비교적 간단한 계산 모

델을 사용하였으며, 정성준 등 (2008)이 고체 운동 계산 모델과 

운동방정식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시간 스텝에 있어서 먼저 유체 입자와 강체 입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체입자로서 비압축성 알고리즘의 계산을 행

한다. 그 후 강체 입자에 대해서만 강체 입자 사이의 어긋난 

상대적 위치를 수정하는 계산을 행한다.

강체 중심의 병진 속도 벡터 와 각속도 벡터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6)

 




×
                     (17)

여기서 는 강체의 중심 좌표, 는 관성모멘트, 그리고 는 각 

강체 입자와 중심과의 거리벡터이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18)



                     (19)

 





                    (20)

식 (17)과 (18)로 구한 강체 중심의 속도와 각속도를 이용하

여 각각의 강체 입자들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재계산 한다.


×

                  (21)

3. 수치 시뮬레이션

앞서 설명한 PNU-MPS법을 이용하여 Violeau (2007)의 시뮬

레이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2차원 파랑중 기름유출 방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3에는 시뮬레이션의 조건을 도식화하

였다. 수조의 길이는 24.5m이며 높이는 3.5m이고, 초기수심은 

2.0m이다. 수조의 왼편에는 수치 조파기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

편에는 소파 영역을 설치하여 파도가 반사되어 계산 영역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붐의 직경은 0.5m, 스커트의 길이

는 0.80m이며, 오일 붐은 조파기로부터 7m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 붐의 운동은 수직 방향만 고려하며, 수평 및 회전 운동은 제

한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총입자는 약 80,000여개이며, 이 중 

유체영역에는 약 72,000여개의 입자가 사용되었다. 이 때, 초기 

입자간 거리는 0.02m이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물과 기름의 특

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기름은 두께 0.04로 수평방향으로 

5m에 걸쳐서 정수면 상에 배치하였다.  

유입파는 수조의 왼쪽 벽에 설치된 피스톤 형의 조파기에 의

해 생성되며, 식 (22)에 의해 수평 운동한다.

                      (22)



Fig. 3 Initial setup of the numerical wave tank 

Fig. 4 Geometry of oil boom

Table 1 List of parameters of the three types of fluid

Type of fluid  

Water 1000 1.00×10-6

Light oil 850 3.32×10-6

Heavy oil 995 3.00×10-2

Table 2 List of wave height and skirt angle considered for the 

simulation

 Light oil Heavy oil

0.5 -10, +10, +40 -10, +10

1.0 -10, +10, +40 -10, +10

Table 3 Comparison of the type of oil leakage obtained between PNU-MPS and SPH 

Oil Angle()
SPH (Violeau, 2007) PNU-MPS (Present)

           

Light

-10 No leakage Splash-over No leakage Splash-over

10 No leakage No leakage No leakage Drainage 

40 No leakage Drainage No leakage Splash-over, Drainage

Heavy
-10 No leakage Splash-over, Submergence No leakage Splash-over, Submergence

10 No leakage Drainage No leakage Drainage

여기서 는 조파기의 시간에 따른 변위, 는 조파기 변위의 

진폭, 는 주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기는 

 이며,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5주기 이다. Table 2

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파고()와 스커트의 각도를 정리

하였다. 조파기 변위 진폭은 다음의 과정으로 계산하였다. 먼저 

시뮬레이션 환경을 천수영역으로 가정하고 식 (23) 의해 주어진 

진폭을 이용하여 파장()을 구하고, 파장을 이용하여 식 (24)로 

파수()를 계산한다(Lloyd, 1989). 식 (25)를 이용하여 최종적으

로 조파기의 스트로크(Stroke, )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식 

(26)에 의해 조파기 변위의 진폭을 얻었다(Dean and Dalrymple, 

1984).

   

                      (23)




                    (24)


 



                     (25)

  


                        (26)

여기서 는 중력가속도이며, 는 수심이다. 

Fig. 5는 파고의 변화에 따른 오일 붐의 누유를 확인하였다. 

파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누유가 발생하지 않

지만 파고가 높은 경우(   ) 오일 붐에서 Splash-over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파고로 인해 일부의 

기름이 오일 붐 위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Fig. 6은 스커트의 각도에 따른 오일 붐의 누유를 확인하였다. 

Fig. 6 (a)와 같이 스커트의 각도가 음인 경우에는 누유 현상이

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plash-over 현상

과 Submergence 현상은 스커트가 음의 각도를 가지게 되면서 

유입파가 쉽게 붐을 넘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Fig. 6 (b)와 같이 스커트의 각도가 양인 경우에는 오일 붐으로 

인해 Splash-over 현상을 막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기 

름의 밀도가 높아 기름이 스커트가 막지 못할 정도의 두께로 모

여 스커트의 하부로 기름이 유출되는 배수누유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a) No leakage for  

(b) Splash-over and Submergence for   

Fig. 5 Effect of the wave height with a light oil, skirt angle 

 

(a) Splash-over for  

(b) Drainage for   

Fig. 6 Effect of the skirt angle with a heavy oil, wave height  

 

       

(a) PNU-MPS (Present)        (b) SPH (Violeau, 2007)

Fig. 7 Comparison of the splash-over profiles between PNU-MPS and SPH (Light oil, skirt angle  and wave height 

 )

Table 3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기름의 종류와 스커트의 각도 

그리고 파고에 따른 오일 붐에서의 누유의 평가에 대한 시뮬레

이션 결과를 Violeau (2007)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Violeau (2007)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동일하게 파고가 높은 경우(   ) 오일 붐에서 누유 현상

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는 Splash-over현상이 

발생할 때의 스냅샷을 Violeau (2007)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PNU-MPS법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유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동장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Violeau (2007)

는 SPH법에 난류모델 포함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난류모델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NU-MPS법을 사용하여 오일 붐을 이용한 파

랑중 기름유출 방재에 관한 2차원 입자법 시뮬레이션 수행하였

다. 기름의 특성, 오일 붐 스커트의 각도 그리고 파고의 변화에 

따른 오일 붐의 누유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Violeau(2007)의 시

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실험과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어진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랑 조건하에서 계류

된 오일 붐의 자유운동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오

일 붐 설계와 방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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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cket launching analysis has to b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learance between the end of jacket and sea 

bottom, the reaction force to the rocker-arm during sliding on the jacket barge and the stability of the barge and jacket. In this 
paper, the procedure for the jacket launching analysis is established in the view point of design parameter such as jacket weight, 
hydrodynamic added mass and damping effect of the barge, barge draft, trim and winch speed. Finally, the result of the launching 

analysis is shown dependent on the design parameter using commercial program MOSES. 

1. 서    론 

 

해저에 부존하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종류의 해양 

구조물이 해상에 설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수심이 얕은 해

역의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해저에 고정되는 jacket type의 고

정식 해양구조물이 보편적으로 설치된다. 이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육상에서 jacket 중량물을 launching barge에 선적

하여 설치 해역까지 운송한 후, barge에서 jacket을 sliding하여 

설치한다. 하지만, 수 천톤의 jacket 중량물을 barge에서 

sliding하여 해수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예로

서 첫째, barge에서 jacket의 입수 후 그 중량물의 관성에 의해 

jacket 끝단이 seabottom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되어

야 한다. 둘째, barge상에서의 jacket의 sliding 중 jacket 중량

물에 회전력을 가하기 위해 barge 끝단부에 설치되어지는 

rocker-arm의 경우, 어느 순간 jacket 전 중량물의 자중을 견뎌

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강도 안전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

울러, launching 전 과정에서의 barge 및 jacket의 거동 안전성 

또한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jacket이 barge에서 분리되

는데 걸리는 시간 등 설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이진호: 경남 거제시 장평동 530번지

 055-630-5354  jh1225.lee@samsung.com

  

본 논문에서는 상기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 파라메터

인 jacket 중량, skidway의 마찰 계수, barge의 흘수 및 trim 

각도를 조합하여 launching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

른 해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석은 해양 전용 상용 프로그램

인 MOSES (Ultramarine ltd. ver 7.01.044)를 이용하였다.

2. Launching 해석 개략도 

Fig. 1은 launching 해석 상황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항목으로서는 sea bottom의 

clearance, skid way에서의 반력, jacket이 barge에서의 분리되는 

시간 및  jacket과 barge의 stability이다.

Fig. 1 Main analysis results for the jacket launching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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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launching 해석을 위한 procedure 및 주요 설계 파라

메터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선적으로 해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jacket 및 barge의 모델이 필요하며, 

clearance 검토를 위한 수심 정보도 필요하다. 아울러, 마찰 계

수, barge 흘수, trim 및 윈치 속도 등의 설계 파라메터에 의해 

clearance, skidway반력, 분리 시간 및 barge와 jacket의 stability

등의 lauching 안전성이 평가된다.

    

Fig. 2 launching analysis procedure

2.1 Jacket 및 Barge 모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g. 3과 같이 jacket과 barge의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jacket model은 SACS 

(Structure Analysis Computer System)라는 상용 프로그램에 

의해 모델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에는 jacket 부재의 중

량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으며, MOSES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launching 해석용으로 변환하여 준다. 반면 barge 모델은 대상 

barge의 주요 제원에 준하여 MOSES 자체적으로 모델링 가능

하며, rocker-arm의 제원/위치 및 skidway의 제원/위치를 입

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barge의 added mass 및 damping값은 

경험적으로 제공되는 값을 사용한다.

Fig. 3 Model of jacket and barge for the launching analysis

2.2 설계 파라메터

본 절에서는 launching 해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설계 

파라메터에 대해 기술하고 계산에 사용할 조건을 나타낸다. 

Fig. 4에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설계 파라메터로서는 jacket의 

중량, jacket 면과 skidway간의 마찰 계수 및 barge의 trim 각

도를 들 수 있다. 우선, jacket 중량의 경우, 계산에 사용할 조

건으로 target 중량에서 5%, 8% 및 13% margin 중량을 변화

시켰다. 마찰 계수는 일반적인 조건인 0.06으로 고정하였으

며,trim 각도는 normal 조건에 대비 선수미 trim 조건을 가정

하였다.

Fig. 4 design parameter for the launching analysis

 

4. 해석 시나리오

Fig. 5는 설계 파라메터에 따른 해석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jacket 중량 및 barge의 trim 각도 조합에 의해서 총 9가지의 계

산 조건을 생성하였다. 

 

Condition 1: Barge loading 조건 Condition 2: Jacket weight 조건 

case 1: -50%    barge trim 각도 (1.67도)
case 1: Jacket weight = 4659.6 ton
           (with 5% margin)

case 2:  Normal barge trim 각도 (3.34도)
case 2: Jacket weight = 4792.7 ton
           (with 8% margin)

case 3: +50%    barge trim 각도 (4.06도)
case 3: Jacket weight = 5014.6 ton
           (with 13% margin)

Launching Scenario
                             Scenario 1-1: Condition 1 case 1 + condition 2 case 1
                                          1-2: Condition 1 case  2 + condition 2 case 1
                                          1-3: Condition 1 case  3 + condition 2 case 1

                             Scenario 2-1: Condition 1 case 1 + condition 2 case 2
                                          2-2: Condition 1 case  2 + condition 2 case 2
                                          2-3: Condition 1 case  3 + condition 2 case 2

                             Scenario 3-1: Condition 1 case 1 + condition 2 case 3
                                          3-2: Condition 1 case  2 + condition 2 case 3
                                          3-3: Condition 1 case  3 + condition 2 case 3

Fig. 5 launching analysis scenario

4. 해석 결과

Fig. 5에서 부터 Fig. 10까지는 시나리오 1 (1-1, 1-2 및 1-3)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시나리오 1은 jacket 중량을 고정하

고 barge의 trim 각도를 변화시킨다. barge로부터 분리되는 

separation time은 trim 각도에 따라서 길게는 149초, 짧게는 20

초의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즉, trim각도를 크게할 수록 

분리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 seabottom clearance는  12.3m로, 

trim각도의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kidway에 

가해지는 reaction force는 trim각도가 크짐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Fig. 11에서 Fig. 13까지는 시나리오 1, 2, 3에 대한 해석 결과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separation



의 최단 시간은 시나리오 3-3의 경우로서 trim각도 및 jacket 중

량의 margin이 가장 큰 경우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seabottom

과의 clearance은 trim 각도에 따라서는 그 변화가 미미하지만, 

jacket 중량물이 증가할수록 clearance가 감소하여 시나리오 3에

서 가장 작은 경향을 보였다. skidway의 reaction force는 trim 

각도가 작을수록, jacket 중량물이 무거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나리오 3-1에서 가장 큰 값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jacket과 barge의 stability는 시나리오 3-3과 같이 jacket 중량물

이 barge에서 분리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입수되는 jacket과 

barge의 pitch 각도가 증가하였다.

Fig. 5 Separation time from launching barge (Scenario 1-1)

Fig. 6 jacket clearance and reaction force (Scenario 1-1)

Fig. 7 Separation time from launching barge (Scenario 1-2)

Fig. 8 jacket clearance and reaction force (Scenario 1-2) 

Fig. 9 Separation time from launching barge (Scenario 1-3)

Fig. 10 jacket clearance and reaction force (Scenario 1-3)



Fig. 11 total assesment for launching analysis (Scenario 1)

Fig. 12 total assesment for launching analysis (Scenario 2)

Fig. 13 total assesment for launching analysis (Scenario 3)

5. 결    론   

본 논문을 통해서 하기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jacket이 barge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은 마찰 계수가 작고, 

trim각도 및 중량 margin이 클수록 짧아진다.

(2) Sea bottom과의 clearance는 jacket중량이 증가할수록 작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3%의 중량 margin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trim 각도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Skidway 반력은 13%의 jacket 중량 margin에서 최대로 산

정되었으며, trim 각도가 작고 중량 margin이 클수록 증가한다.  

(4) jacket 및 barge의 stability는 jacket 중량 및, trim각도가  

클수록 불안정해짐을 알 수 있으며, launching 해석을 통해서 

stability를 만족하는 최적의 jacket 중량 및 barge의 trim조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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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presents the analysis for cycle performance of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and seawater 

air-conditioning(SWAC) with deep ocean water and geothermal heat. The basic thermodynamic model for cycle is Rankine cycle and the 
geothermal water and deep seawater were adapted for the heat source of evaporator and condenser, respectively. The cycle performance such as 
gross power, sea water and geothermal water flow rate etc. was analyzed on the flowrate variation of deep seawater . The compressor work in 

case of seawater heat pump system showed 21.7% lower and the COP showed 19.8%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air-cooled heat pump 
system when the deep seawater from OTEC is used for the heat source of SWAC.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유가의 급변과 수급의 불안정, 화석연료 사용

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기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신재생에

너지 중 지열, 해양에너지, 태양열 등은 별도의 연소 과정 없이 

온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백 진 등, 2008). 

특히, 지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에너지 자원 

중 하나이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이용이 증대하고 있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다. 최

근 들어서 열펌프를 이용한 냉난방에 지열 사용하고 있지만, 외

국의 경우 지열발전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지열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고 있

으며, 미국, 필리핀, 멕시코,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임효재 등, 2009). 

지열발전 전체 용량 규모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작동 

유체를 사용하는 바이너리 지열발전 방식의 플랜트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열발전이 더 이상 고온의 지열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만 보급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너리 사이클을 적

용한 저온 지열발전이 활성화 되면서 국내에서도 지열발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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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엿보고 있다. 지열발전 플랜트의 규모는 국가별 혹은 각 

지역별 지열자원 분포 특성과 발전 요구량에 따라 100 kWe에서 

100 MWe급까지 다양하고, 미국은 2050년 미국 기저부하의 10%

인 약 100,000 MWe를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 

발전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MIT, 2006) 전 세

계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국내에는 1980년대부터 지열류량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고, 약 3 km 지하에서는 약 44∼110℃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

고 경상도 남북부, 강원도 중부 등 몇 군데에서 높은 지중 온도

를 나타냈다 (장기창, 2009).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화산지대이고 지중온도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3 km 이상에서는 지하대수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지열발전을 위해 저온 지열발전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지열 발전을 위한 지열자원의 온도 범위와 각 방식별 발전

량을 비교해보면 (임효재 등, 2009) 국내 여건에 맞는 방식은 바

이너리 사이클 발전으로 ORC(Organic rankine cycle) 플랜트가 

적합하므로 이에 적합한 지열발전 플랜트 선정 및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경북 포항 등지에서는 지온 증가율이 40℃/km까지 

이르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저온 지열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송윤호 등, 2005). 이런 유기 

랭킨 사이클 이용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있어 왔지만 (이세균 등, 

2008)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한편, 지열발전 사이클 구성을 위해 응축기에 사용할 기존의 

냉각수 대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다면 사이클 효율을 크게 상승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할 것이다. 해양심층수의 이용 중 해양온도차발전은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등의 작동유체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조력이나 파력 발전과 같은 시스템에 

비해 해상요소에 별로 향을 받지 않고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동해에 해양온도차발전에 적합한 해수온도차를 가

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Korea Power Company, 1989), 특히 동

해는 지형적으로 수심이 깊어서 비교적 해안에서 근거리에 심층

수가 존재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5∼

10 km 내외에서 심층수의 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호생 등, 2010). 

또한, 해수 열에너지는 자연에너지로서 온도의 계절변동이 하

천수에 비해 적고, 동결온도가 약 -2℃로 낮아 하천수보다 저온

까지 열 이용이 가능하며, 냉·난방 시 대기와 5～10℃ 정도의 온

도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히트펌프의 열원으로서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8). 해수 열에너

지를 이용한 난방 히트펌프 시스템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북

유럽의 경우 지역난방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 차

원에서 가장 우수한 난방 형태임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배성호, 

2006), 에너지수급 및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여 정부, 민간, 각종 

협회의 주도적인 협력으로 히트펌프 이용 및 보급에 적극 나서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수열과 지열을 사용하는 온도차발전 

및 해수냉난방시스템 등의 복합이용시스템을 위한 온도차발전

사이클 및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을 모사하여 해양심층수 유량별 

사이클 성능 및 가능 공조면적을 분석하고, 기존 히트펌프시스

템과의 에너지 절약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 해수열-지열 복합이용시스템 

2.1 온도차발전사이클  

지열수 및 심층수를 이용한 온도차발전사이클은 기본적인 랭

킨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은 기화기, 터빈, 응축기 

및 펌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구성기기가 서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는데 온도차발전을 위한 랭킨 사이클의 기본 원

리는 일반 발전의 원리와 동일하다. 온도차발전 중 랭킨 사이클

로 구성되는 바이너리 방식은 지열수와 심층수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해 비등점이 낮은 작동유체를 표층수로 증발시킨 뒤 그 압

력차를 이용해 터빈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고온의 열원에서 저

온의 열원으로 열이 흘러 들어가 터빈을 구동시켜 전력을 생산

하는 방법이다. 작동유체는 기화기에서 고온의 지열수와 열교환

하여 증발하여 과열증기 상태가 되어 터빈으로 유입된다. 작동

유체 증기는 터빈 가동 후 응축기로 유입되어 저온의 심층수와 

열교환하여 응축되면서 과냉 상태가 되어 펌프에 의해 승압되어 

다시 기화기로 유입된다.

Fig. 2는 온도차발전사이클의 T-s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기화기는 가열, 상변화, 과열 구간 등 3 구간으로, 

응축기는 상변화 및 과냉 등 2 구간으로 설정하 고, 터빈 및 펌

프는 각각 이상적인 등엔트로피과정으로 가정하 다. 또한, 외

부와의 열교환 및 열교환기 내에서의 압력강하는 무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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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geothermal power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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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s diagram of geothermal power cycle

2.2 해수히트펌프사이클 

온도차발전의 증발기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를 해수히트펌

프사이클의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합이용시스템의 개념도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수냉난방시스템이 

냉방 모드일 때에는 온도차발전사이클의 증발기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가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의 응축기열원으로 사용되어 

증발기에서는 냉수가 생산되어 대상 건물에 냉방을 하게 되고, 

난방 모드일 경우 온도차발전사이클의 증발기에서 배출되는 해

양심층수는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의 증발기 열원으로 사용되어 

응축기에서는 난방수가 생산되어 대상 건물에 난방을 수행하게 

된다. 

2.3 사이클 해석

온도차발전사이클 및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을 모사하기 위해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 프로그램을 이용하 고, 기

본적인 랭킨사이클 및 히트펌프사이클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

에 이용하 다. EES는 증기동력사이클 및 히트펌프사이클 등 열



역학적 사이클 모사에 필요한 상태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이번 사이클 시뮬레이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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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grated utilization system

Fig. 1와 같은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얻어지는 열량인 기화기 

열량 Qe [W]는 아래 식 (1)로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mr은 작동유체 순환량 [kg/s]를 나타내며 h1과 h2는 

각각 기화기 입·출구 엔탈피 [kJ/kg]을 나타낸다. 

터빈에서 발생하는 동력 WT [W]는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h2와 h3은 각각 터빈 입·출구 엔탈피 [kJ/kg]를 나타

낸다.

사이클에서 제거되는 열량을 나타내는 응축열량 Qc [W]는 아

래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여기서, h3과 h4는 각각 응축기 입·출구 엔탈피 [kJ/kg]을 나

타낸다. 

또한, 펌프 동력 WP [kW]는 식 (4)로 계산되어 진다.

 

                                              (4)

사이클에서 발생되는 순수동력 Wnet [W]은 아래 식 (5)로 계

산된다.

                                             (5)

사이클 효율 η [%]은 얻어지는 열량에 대한 순수동력의 비를 

나타내므로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Fig. 3의 히트펌프사이클에서 사이클 성능계수인 COP는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7)

Table 1은 사이클 모사를 위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해양온

도차발전사이클로 유입되는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의 온도

를 각각 5℃, 25℃로 설정하 고, 해양지열발전의 경우 지열수의 

온도를 75℃로 설정하여 온도차발전사이클로 유입되는 해수의 

온도차를 20℃, 70℃로 두 사이클에 대한 사이클 성능 해석을 

수행하 다. 온도차발전사이클의 작동유체는 20℃ 온도차의 경

우는 암모니아, 70℃ 온도차의 경우 R-245a를 각각 적용하 고,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은 R-22를 적용하 다. 또한, 해수히트펌프

사이클의 경우 기본적인 단단압축사이클로 설계하여 냉방시 냉

수는 7℃, 난방시 난방수는 50℃가 생산되어 대상 건물에 공조

를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사이클 해석을 수행하 다. 온도차발

전사이클로 유입되는 해양심층수 유량은 5,000 ∼ 100,000 

t/day로 변화시켜 20℃ 및 70℃의 온도차발전 사이클 해석을 수

행하 고,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를 해수  

 

Parameter Value

Deep seawater temperature (℃) 5

Surface seawater temperature (℃) 25

Geothermal temperature (℃) 75

Working fluid (△T=70℃) R-245fa

Working fluid (△T=20℃) Ammonia

Working fluid (SWAC) R-22

Isentropic pump efficiency (%) 85

Isentropic turbine efficiency (%) 85

Isentropic compressor efficiency (%) 75

Deep seawater flowrate (t/day) 5,000∼100,000

Table 1 Simulated condition



히트펌프사이클의 열원으로 사용할 때의 가능 공조 면적, 해수

히트펌프사이클과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사이클과의 소요 에너

지 등을 비교하 다.    

3. 결과 및 고찰

5℃의 해양심층수를 온도차발전 증발기 열원으로 이용하고, 

25℃의 해양표층수 및 75℃의 지열수를 응축기 열원으로 각각 

이용할 때, 해양심층수 유량에 따른 온도차발전사이클 총출력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양심층수 유량이 

증가할수록 총출력은 증가하 고, 70℃의 온도차발전의 경우 

20℃ 온도차발전에 비해 해양심층수 유량이 100,000 t/d일 경

우 총출력은 약 1.9배 증가하 다. 

Deep seawater flowrate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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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oss power comparison

위 사이클의 경우, 20℃와 70℃ 온도차발전사이클의 해양심

층수 출구 온도는 10.8℃, 70℃ 온도차발전의 지열수 출구 온

도는 약 51.2℃로 계산되었다.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를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의 열원으로 사용했을 때 냉

방 모드에서 소요동력 및 성능계수를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시

스템과 비교한 결과를 각각 table 2에 나타내었고, 난방 모드일 

때의 비교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 유량이 5,000 

t/d일 때, 이 해양심층수를 냉방시 해수히트펌프사이클 응축기 

열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사이클에 비해 

압축기 소요동력은 약 67% 감소하 고, 사이클 성능계수는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에는 table 3에 나타난   

 

Compressor work (kW) COP (-)

SWAC 81.27 14.9

Air-cooled 247.3 4.899

Table 2 Heat pump cycle comparison in cooling mode

Compressor work (kW) COP (-)

SWAC 371.5 4.26

Air-cooled 474.3 3.554

Table 3 Heat pump cycle comparison in heating mode

바와 같이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해양심층수 유량이 

5,000 t/d일 때, 이 해양심층수를 난방시 해수히트펌프사이클 

증발기 열원으로 사용시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사이클에 비해 

압축기 소요동력은 약 21.7% 감소하 고, 사이클 성능계수는 

약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냉방 및 난방 모두에서 해

수히트펌프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절약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약 

10℃의 해양심층수를 해수히트펌프사이클을 가동하지 않고 직

접 냉방에 이용할 경우 가능한 대상 건물 공조 면적을 table 4

에, 70℃ 온도차발전사이클에서 배출되는 약 52℃의 지열수를 

직접 난방에 이용할 경우 가능한 대상 건물 공조 면적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직접 냉방 및 직접 난방의 경우 열교환기에서

의 온도차를 5℃로 계산하 고, 1RT(3.86kW)는 약 7평(23m
2)을 

공조하는 것을 가정하 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해양심층수 공

급유량이 100,000 t/d 일 경우 약 145,000 m
2을 냉방할 수 있

고, 이는 40평 기준 아파트 약 1,100세대를 냉방할 수 있는 규

모가 된다. 또한 지열수 공급 유량이 26,000 t/d 일 경우 약 

37,700 m
2을 난방할 수 있고, 이는 40평 기준 아파트 약 286세

대를 난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심층수와 지열수를 이용하는 70℃

온도차발전의 경우 해양심층수 유량이 50,000 t/d일 때 2만평  

     

Deep seawater flow rate (t/d) Area (m2)

5,000 7,247

20,000 28,990

50,000 72,477

100,000 144,955

Table 4 Cooling area comparison

Geothermal water flow rate (t/d) Area (m2)

1,300 1,885

5,200 7,539

13,000 18,847

26,000 37,693

Table 5 Heating area comparison



 (40평 기준 아파트 500세대)을 공조할 수 있는 필요 지열수량

은 약 45,538 t/d가 되고, 해양지열발전 응축기 출구 지열수 

온도는 약 68℃로써 해수 히트펌프시스템 구동 없이 공조 대

상 건물에 직접 난방을 위한 난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해수열과 지열을 사용하는 온도차발전 및 해수냉난방시스템 

등의 복합이용시스템을 위한 온도차발전사이클 및 해수히트펌

프사이클을 모사하여 해수 유량별 사이클 성능 및 공조면적을 

분석하고, 기존 히트펌프시스템과의 에너지 절약성을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5℃의 해양심층수를 온도차발전 증발기 열원으로 이용하

고, 25℃의 해양표층수 및 75℃의 지열수를 응축기 열원으로 각

각 이용할 때, 70℃의 온도차발전의 경우 20℃ 온도차발전에 비

해 해양심층수 유량이 100,000 t/d일 경우 총출력은 약 1.9배 증

가하 다. 

(2) 온도차발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 및 지열수를 해수히트펌

프사이클의 열원으로 사용했을 때 냉방 및 난방 모드에서  기존 

공랭식 히트펌프사이클에 비해 압축기 소요동력은 약 67%, 

21.7% 감소하 고, 사이클 성능계수는 약 3배,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냉방 및 난방 모두에서 해수히트펌프시스템이 기

존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절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만평 규모의 건물에 필요한 난방수를 해양지열발전에서 

배출되는 지열수로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 지열수량은 약 

45,538 t/d가 되고 지열수 출구 온도는 약 68℃로써 해수 히트

펌프시스템 구동 없이 공조 대상 건물에 직접 난방을 위한 난방

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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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Hydrocarbon processing on the seabed rather than on offshore platforms is an innovative and 

challenging concept as the water depth of offshore oil fields increases. The recent achievement of subsea technology 

enables the development of marginal fields in harsh circumstances – long offsets, deepwater, HP/HT, and small 

reservoir pocket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On the near horizon, for example, one of 

important issue is how to improve the well recovery and how to replace the wet-tree production systems. Future 

challenges include new production systems in ultra-deep water under harsh environment and in ecologically 

sensitive regions with few local host facilities.

1. 서    론 

 
조선 산업과 관련된 국내 중공업사의 주요 매출은 크게 

상선과 해양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서 고부가가치 선박인 부유식 생산 설비 수주량이 증가하

면서 해양 부문의 매출 신장세는 조선 부문과 견줄 만큼 

성장하였다. 하지만 전체 해양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

는 해저 부문은 국내 중공업사에게는 미개척지로 남아 있

다.

해상 유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해저생산플랜트 부문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해저 처리 시스템 

(subsea processing system)과 같은 시스템이 상용 운전에 

들어가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해양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

1) 교신 자: hschoi@snu.ac.kr, 02-880-7329

술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 기술 리뷰에서는 이와 같은 해저생산플랜트 부문의 

기술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중공업사의 대응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2. 심해저 해양 시장의 추세 

해저 생산 플랜트는 해저 저류층에서 생산된 원유 및 

가스 등을 해상의 생산 설비에 안정적으로 공급 또는 위

기 시 차단하기 위한 해저 생산 시스템 (Subsea 

Production System)과 유정의 생산량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해저 프로세싱 시스템 (Subsea Processing 

System)으로 구분된다[MKE09]. 흔히 해저 생산 플랜트를 

SURF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SURF 란 Subsea, 

Umbilicals, Risers & Flowline의 줄임말로 해저 생산 플랜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지칭한다. 이러한 해저 생산 

플랜트 중에서 특히, 해저 처리 시스템은 최근 노후 유전

의 생산량 향상과 심해 및 극지 유전 개발을 위한 핵심 

제품으로 부각되었다.

새로운 해저 처리 기술이 결합된 해저생산플랜트는 CO2 

매립을 통한 증진 회수 기술 (EOR; Enhanced Oil 

Recovery) 적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환경 친

화적인 저탄소 녹색 생산기술이다. 해저생산플랜트는 oil 

major 의 관심이 매우 높은 해양분야 신기술로 향후 기존 

해상 생산설비 설계, 제작, 설치산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국내 조선해양업체의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해저 생산 플랜트 관련 시장

은 수심 500 m 이상 시장을 대상으로 2009년 기준 연간 

180억 달러로 추정된다[DOU09]. 그리고 심해 (Deepwater) 

및 극지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까지 매년 

약 15.5 %의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어 2014년에는 약 321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MKE09].

Fig. 1 세계 심해저 (수심 500m 이상) 해양 공사의 구성 

요소별 CAPEX [DOU09]

3. 해저생산플랜트 개요

해저 프로세싱 시스템은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기술 

(subsea enabler)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선진 기

술은 주로 노르웨이와 미국 등에 의해 개척되고 있다. 또

한 이 기술은 노후 유전의 생산량 향상과 심해 및 극지 

유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JO10].

해저처리기술은 최근 심해저 유/가스전 개발의 핵심 화

두가 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유정 부근의 해저에

서 직접 전처리를 통해 생산하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와 

동시에 회수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더욱이 초중질류 및 한

계유/가스전과 같이 기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유정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오

일 산업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생산하기 

“쉬운 원유 (easy oil)”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오일 산업은 지금보다 생산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

이 드는 유정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해양 유전 개발 방식은 육상 또는 해상에 생산을 담

당하는 플랜트 설비가 설치되고 해저에서는 유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인 트리 (X-mas tree)와 파이프로만 구성되는 단순한 구

조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최근 생산을 담당하는 육상/해상의 

설비 일부가 해저로 내려와 생산량 및 생산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해상 설비를 모두 없애는 기술로 발전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KNO02, TUN06]. 그림 2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Fig. 2 해저 생산 플랜트 적용에 따른 해저 유전 개발 방

식 변화 [MKE09]

 

Fig. 3 Subsea boosting의 효과 (brown field)

 

유전의 운영자는 해저 생산 플랜트의 설치를 통해 

green field (생산 포화가 없는 경우)와 brown field (생산 

포화가 있는 경우) 모두 생산량과 생산율에서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았다 [VAN09]. 최근 등장한 해저 처리 시스템의 

등장은 생산 장비의 크기와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원심 분리 (high g-forces), 인

라인 분리 (pipe separation or in-line separation) 및 정전

기 분리 (electrostatic coalescence) 기술 등이 소형 해저 

분리 시스템 (compact subsea separation unit)에 적용되어 

해저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는 brown field에 대한 해저에서 유정 가압 설

비를 직접 투입하였을 때의 유정 생산율 및 경제적인 추

가 이득을 보여준다.

 

4. 해저생산플랜트 기술 동향

Subsea processing은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 중질유 (heavy oil) 및 초중질유 (extra-heavy oil)의 

생산과 관련된 압력 관리 시스템

⦁ 유정의 에너지가 낮아 생산을 위한 가압이 필요한 경우

⦁ Hydrate 생성 위험이 상당할 경우

⦁ Brown field에서 오일의 양이 줄어드는 반면 물의 양

만 증가하여 채산성이 떨어지는 경우

⦁ 해상 플랫폼에서 processing 장비의 공간적인 제약으

로 해저에 processing 장비를 내려야 하는 경우

 

다음 절부터 설명하는 기술들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주지하고자 

하는 바는, 아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종종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저처리기

술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기대 생산량과 비용 투입에 대하

여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JO10].

4.1 통신 및 제어/통제 기술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전하고 장비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며 통합 운전을 가능케 하려면 

고처리량 통신 시스템이 요구된다. 즉, 필드 내 분산 시스

템과 수송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플랫폼과 해안 

간 고처리량 시스템은 이용 가능하지만, 해저 설비로부터 

플랫폼이나 해안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그림 4는 이와 같

이 해저 시스템 요소들이 통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Fig. 4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해저 시스템 요소 

[FMC]

그림5와 같이 StatoilHydro는 Snøhvit 프로젝트에서 지

금까지 가장 긴 (220km) 해저-해안간 제어 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다 [SOL07].

 

Fig. 5 Snøhvit 프로젝트 모식도

 

4.2 Subsea separation

지금까지 subsea processing의 주를 이루는 것은 해저에

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 없이 바로 해저

에 다상 유동 펌프 (multi-phase pumps)를 사용하여 육상 

또는 해상의 처리 시설로 보내는 방법이었다. 일반적인 해

저 유정의 생산물은 부산물인 물과 함께 기체와 액체의 혼

합 상태로 회수된다. 가스는 유정 내압을 높여 압력 수두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액체와 기체 사이의 큰 밀도 차이

로 인하여 펌프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역할도 함께 한다. 이

런 이유로 해저생산플랜트의 부스팅 성능 향상을 위해 해저 

기/액 분리 기술이 대두되었다. 해저 고압 기/액 분리 

(Gas/Liquid separation)은 최근 몇몇 실해역 프로젝트에서

의 성공으로 Pazflor, BC-10 그리고 Perdido와 같은 대형 

광구 개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계획되었다. 유체 펌

핑 기술과 연계된 기/액 분리 기술은 점진적으로 중질유, 

낮은 GVF (Gas Volume Fraction) 및 유정 내압 상황의 유

정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액/액 분리 

(Liquid/Liquid separation)는 점도와 같은 특성이 다른 액

상을 분리하여 유체 수송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기/액 분리 기술과 액/액 분리 기술은 서로 다른 기술이지

만 두 가지 기술 모두 해저 유전 개발에 유용한 기술이다.

 

Fig. 6 The Tordis IOR pilot subsea separator module 

[VAN09]



유/액 분리 기술은 그림6과 같은 구성으로 북해의 

Tordis IOR project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각광을 받았다. 

Tordis IOR project에서는 semi-compact gravity based 

separation 기술이 적용되었다 [VAN09]. 이 기술은 길이 

17 m, 직경 2.1 m 의 분리기로 구성되어 100,000 BWPD, 

50,000 BOPD의 물과 오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그림7에서와 같이 DSME가 FPSO를 담당한 Pazflor 프로

젝트에서는 수직으로 세운 높이 9 m, 직경 3.5 m의 기/액 

분리기 3기가 투입되었다. 기/액 분리기는 흐름 견실성 

(Flow Assurance)에 관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FMC 

technologies의 기술 자료에서는 기/액 분리기를 흐름 견

실성 기술의 key enabler라고 평가하고 있다 [FMC].

 

Fig. 7 Pazflor subsea 기/액 분리기 모식도

4.3 Subsea desanding

해저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래 처리 기술은 

최근 subsea process 기술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로 분류되

고 있다. 탄화수소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

래 및 작은 알갱이는 장비를 마모시키거나 분리 장비의 

관로를 막는 주요 원인이다. 생산 유체에 포함된 모래를 

처리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난제를 안고 있다.

 

⦁ 기본 설계 및 생산 과정에서 모래 발생량에 관한 불

확실성

⦁ 실제 모래 발생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의 부재

⦁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래가 프로세스 장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미흡

⦁ Subsea plant에서 모래가 정확히 어디에 쌓이는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움

⦁ 분류 처리 과정에서 모래가 어떻게 파이프 내부를 이

동하는지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

 

이를 그림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8 Subsea desanding의 기술적 도전 [VAN09]

 

4.4 Subsea compression

일반적으로 해저 가스전은 육지와 가깝거나 주변에 가

스를 수송할 수 있는 기존 가스관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

을 포기하는 경우 (stranded gas field)가 많다. 최근에는 

이를 직접 LNG로 액화하거나 DME (dimethyl-ether), FT 

반응 기반 GTL (gas to liquid)과 같이 수송하기 좋은 상

태로 가공하여 운송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가스전에 해저 가스 가압 설비를 투입하여 먼 

거리의 육상 또는 인근의 기존 가스관까지 밀어내는 

subsea compression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FMC technologies 에서 제안하는 subsea wet-gas 

compression 기술은 그림 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BAG07]. Subsea compression 기술은 단순히 가스 가압 

펌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림 9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subsea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 Subsea process system

⦁ Power system

-  Power supply

-  Long distance power transmission

-  Subsea power distribution

⦁ Control system

-  Topside controls

-  Communications

-  Subsea control system

⦁ Utilities system

 



Fig. 9 Subsea wet-gas compression system 개괄 [BAG07]

 

Fig. 10 Subsea compression station의 간략 구성도 

[BAG07]

 

그림 10은 현재 여러 그룹에서 연구 중인 subsea 

compression 시스템의 일반적인 공정도이다. 이는 topside 

공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크게 작용하며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은 해저 환경

에서는 장비들이 topside 장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기는 

작고 단순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저 환경에서는 

관로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어렵고 모래와 같은 고

형물과 생산 부산물인 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쉽

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subsea compression 시스템을 

위한 장비 구성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4.5 Subsea water injection & treatment

유정에서 원유 및 가스는 저류층 내부의 높은 압력에 

의해 처리 시설이 있는 곳까지 빠져 나온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내부 압력은 차차 낮아져 생산량이 줄어들

게 된다. 이 때, 외부 설비에서 물, 가스 또는 초임계 상태

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체를 유정 내부로 집어 넣으면 

유정 내부의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다시 원유 및 가스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유정 내부의 압력 생성

원을 topside 시설에서 발생시켜 고압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정까지 공급하였다. 최근 해저 boosting 기술의 발전으

로 Tordis IOR project에서처럼 water injection 설비를 유

정 근처의 해저에 직접 배치하는 시설 (SWIT; subsea 

water injection & treatment)을 통해 전체적인 비용 감소 

및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 [GJE07, UTS07].

이와 같은 해저 water injection기술의 비용적 측면을 살

펴보자. 보통 해저 광구는 manifold에 의해 묶이고 이를 

다시 해상 설비가 통제하는 구조를 갖는다. 만약 10 Km 

떨어진 위성 유정을 관리하는 경우, 그림 11에서와 같이 

30,000 BPD의 생산을 위해 275 bar 환경을 고압 파이프라

인을 통해 구성하는 경우, 약 5,200 만 달러 가량의 비용

이 소요된다. 반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2.5 MW급

의 SWIT을 통해 구성할 경우 약 2,400 만 달러 가량이 소

요된다는 보고가 있다 [HAL09]. 언제나 SWIT 기술이 비

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SWIT 

기술은 고가의 고압 해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방

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Tordis IOR project와 같이 추가적

인 subsea process 시설과 결합할 경우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Fig. 11 SWIT 시스템 구성

 

대개 하나의 유정을 다수의 위성 유정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가압 유정 관리를 위한 고압 파이프라인이 필요하

며, 이에 따라 전체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

서 subsea water injection 기술은 유정 개발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4.6 Subsea control system

해저 생산 설비는 원격 운용 장비이다. 이런 이유로 해

저 장비에 원격 통제를 위한 센서와 통신 설비 및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신 기술에 있어 광

통신의 발전으로 원격 제어/통제 시스템의 구성의 거리적 

제한은 많이 해소되었다. 기술적으로 해저 생산 설비를 위

한 제어 시스템은 구체적인 장비의 제어 및 감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12는 

해저 생산 설비를 위한 제어 시스템의 구성 예로 Ormen 

Lange project에서 사용된 control schematic을 보여준다 

[BJE09].



밸브 및 펌프 등의 운용 절차, 위험의 감지, 위험 상황

에 따른 대처 절차, 개별 구성품들에 대한 운용 등과 같이 

내부 시스템의 통합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Fig. 12  Ormen Lange 프로젝트의 제어 시스템 구성

 

유지 보수가 쉽지 않고 작동이 멈출 경우 큰 손실이 발

생하게 되는 해저 장비의 운용 관점에서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운용 전략 및 위험도 분석

이 장비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7 Downhole processing

불행히도 다운홀 처리 (downhole processing) 기술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다운홀 

처리 기술은 저류층에서 직접 생산물을 처리하여 생산하

는 기술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해저 생산 플랜트 설계

에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기

대되지만 향후에는 다운홀에서 직접 오일 성분을 분리하

는 기술 (downhole separation)과 다운홀에서 오일 및 가

스를 생산하기 위한 펌핑 및 압축 분야 (down-hole 

boosting)에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저류층 내부에 삽

입된 파이프 조인트 중 일부에 인라인 분리기 (in-line 

separation)를 설치하여 생산된 오일의 수송 효율을 높여

주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생산량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생산 기간 중에 보

수 작업으로 workover 및 intervention 시간 동안 

reservoir 내의 유효 공극을 넓혀 주기 위한 작업 

(fracturing)은 수시로 진행된다. 파쇄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한 다양한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다. Fracturing은 주로 염

산 등을 이용한 산 처리법, 강한 수압으로 공극을 넓혀주

는 수압 파쇄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fracturing 기술의 

발전으로 셰일 가스 (shale gas) 및 치밀 가스 (tight gas)

를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셰일 

가스는 부존 매장량이 기존의 통상적인 가스전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향후 미래 에너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운홀 처리의 중요한 기술 중 하

나로 reservoir 내부 다운홀이 막히지 않도록 유연한 튜브

를 삽입하여 청소/연결해주는 flexible coiled tubing 기술 

등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4.8 Downhole separation

다운홀 분리 기술에서 제약조건으로 분리 장비를 갖춘 

생산 유정 근처에 주입정 (injection well)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는 장시간 생산으로 유정 내압 감소

가 나타나 유정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함

이다. 이 때, 유정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생산 

도중 발생하는 유정 내부의 물 또는 주변의 해수를 처리

하여 유정 내부로 재주입하면 유정 내압을 효과적으로 상

승시킬 수 있다.

초중질유와 같이 점도가 매우 높은 석유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직접 펌프를 다운홀에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송관으로 flexible coiled tube를 사용하여 다운홀 

펌핑을 회피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해수를 플랫폼이

나 해저까지 수송할 필요 없이 다운홀 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Fig. 13 CDS사의 in-line separation 실험 장비

 

그림 13은 CDS사의 인라인 분리기를 보여준다. 이 기

술은 다운홀과 같은 좁은 공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 기술은 전처리를 통해 다운홀 공정에서부터 다상 유동



이 아닌 단상 유동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해저 유/가스전 개발은 이들 기술에 대한 틈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슷하게 중질유의 생

산 및 처리는 다운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용이해질 것으

로 기대되는데, 이는 중질유와 물은 대개 수평 유정에서 

다운홀 방향으로 층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질유 생

산의 key enabler는 바로 다운홀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

4.9 ESP와 downhole compression

전기식 잠수 펌프 (ESPs)는 특히 미국과 중동에서 육상 

유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해양 및 해저에서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기식 잠수 펌프에 기반한 해

저 분리 및 펌핑 시스템은 주로 Petrobras에 의해 적용되

어 왔으며 또한 멕시코만 (GOM; Gulf of Mexico) 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Shell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Fig. 14 Perdido 광구에 적용된 Caisson 분리기의 유입구

 

해저 분리 및 펌핑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전기식 잠수 

펌프 세트를 특별히 시추된 탑홀 (tophole)에 적용하며, 

caisson 분리기를 사용한다. 다운홀에서의 전기식 잠수 펌

프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

으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운홀 가스 압축 기술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왔지만 아직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부

족하다. 하지만 만약 가능한 기술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해양에서 고려되기 이전에 육상에서의 적용이 먼저 이루

어질 것이다.

4.10 gas-codensate 다상 유동 수송

심해에 존재하는 가스전 근처에 이와 같은 대륙붕이 없

거나 가스 수송 관로가 없을 경우에는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 장거리 수송 기술의 발전은 이

러한 해저 가스전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노르웨이를 예로 들어보자. 장거리 다상 유동 수송은 기

존의 생산 중심 (예, Åsgard와 Norne)에 위성 필드를 광

범위하게 연결하는 국지적 필드 개발에서 이미 점차 중요

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Snøhvit과 Ormen Lange는 

해저로부터 해안까지의 수송 해법에 대한 초기 모습을 보

여준다. 장기적인 목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안으로부

터 500 km 이상 떨어진 필드들에 대한 수송 방법으로 활

용하는 것이다.

다상 유동 현상과 함께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예측이 까

다로운 hydro-dynamic slug, 수송량 및 운전성의 유지, 부

식 방지 및 hydrate 등으로 인한 관로가 막히는 위험은 

주요한 흐름 견실성 과제이다. 화학 첨가제는 부식과 

hydrate 등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생

산된 물과 제품의 부식은 wellhead와 보조 프로세스 시스

템에서 산화물 부착 위험이 존재한다.

매우 긴 gas-condensate 파이프라인에서, 내부 마찰에 

의한 압력 강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직경을 키울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일정부분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뉴턴 유

체의 영역을 벗어나기도 하는 복잡한 유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CFD 해석 결과는 불확실성이 크다.

수치 해석 모델에서의 개선점은 중력의 영향이 유동 및 

마찰 영향 하의 유동 사이의 에너지 전이 과정에서 압력 

강하와 유량 예측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wellbore로부터 처리 시설까지 수송하는 동

안 잠재적인 침전량을 예상하고 정량화하기 위하여 생산

품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는 유량을 감시 (예, wet-gas 

상태의 multi-phase meter와 condensate 탐지기)하고 통제 

하기 위하여 대규모 gas-condensate 생산 및 수송 시스템

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 수 있

다. 최근 적용되고 있는 필드들로부터의 운영 경험은 이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4.11 오일 다상 유동 수송

먼 거리의 광구를 well stream으로부터 직접 해저 수송

을 통해 생산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큰 장

점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해저에서 물과 모래를 미리 제

거하는 기술은 이러한 장거리 수송을 더욱 효율적이게 한

다. 이를 위해 flow assurance 과제들은 주로 불안정한 유

동이나 유체 제어 (wax 침착 및 hydrate plug)와 같은 복

잡한 유동 조건을 다루게 된다. Well stream 수송에 대한 

오늘날의 접근법은 파이프를 전기로 직접 가열하거나 

shoutdown 시 hydrate 방지를 위한 파이프라인의 단열이

다. 긴 tieback의 가열 및 단열은 비용적으로 매우 비싼 방

법이다. 따라서 “차가운 유동 (cold flow)”를 허용하면서도 



막힘 없는 유동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

고 있다. 또한 직접 전기 가열 방법에 대한 적용 길이를 

현재의 실제적인 한계보다 늘리는 것 역시 필요한 기술적 

도전이다.

유정, 라이저 및 flowline에서의 불안정한 유동 및 특

히, hydro-dynamic slug는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불안정한 유동에 대한 예측 및 개선은 심해저 생산 시스

템으로부터 선박 혹은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라이저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JO11].

미래의 장거리 유전 tieback 시스템은 해저 처리 및 부

스팅 기술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프라

인으로 이동된 잔류물로부터 형성된 수화물은 SINTEF에

서 제안한 방법인 SATURN Cold flow와 같이 냉각 이후

에 hydrate slurry의 형태로 수송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다. AA (Anti-Agglomerants) 입자를 이용한 hydrate 

slurry 수송은 hydrate 결정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증가하

지 않아 plug 를 형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ANK08]. Hydrate slurry 수송 및 겔(gel)화된 오일의 거

동에 대한 적절한 모델의 개발은 장거리 오일 wellstream 

수송 기술의 산업적인 적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Wax는 상온에서 Shut-in 작업 동안에 복잡한 유동을 

통해 고체와 유사한 겔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BAI05]. 

불행히도 무겁거나 wax 특성이 강한 원유, 분산액 및 유

탁액과 같은 복잡한 액상의 유정 산출물 수송과 관련하여, 

그 물리-화학적인 특성, 파이프 내벽에 wax를 침전시키고 

유탁액을 생산하는 경향, 유동학적 특성, 그리고 단상 및 

다상 유동에서의 유동 특성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정

확한 예측 도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므로, 새롭고 개선

된 특성화 방법 및 예측 도구들이 유체 특성과 유체 거동 

및 유동에 대하여 필요하다.

  5. 정리 및 제언   

현재까지 해저생산플랜트 사업은 소수의 해외 전문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기자재 전문 업체 및 설치 업체가 시장

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특허로 진입 장

벽을 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극히 보수적인 해저 생산 

플랜트 시장은 성공 사례를 확보하지 않고는 진입할 수 

없는 유/무형의 진입장벽이 엄연히 존재한다. 다만 부단한 

노력을 통한 기술개발로 시장진입에 성공하면, 기존 업체

들과 함께 진입 장벽 안에서 시장을 나누어 즐길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기도 하다.

조선 시장의 한계와 중국 등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국내 중공업계는 해양 공

사 전반에 걸친 turn-key project의 main contractor 역량

을 확보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해양 공사 전반을 

일괄 수주하는데 가장 시급한 기술은 바로 해저생산플랜

트 설계 기술이다. 이는 해저생산플랜트 분야가 해양 공사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설계 불확실 요인을 지니고 있으

며 공사에서 차지하는 CAPEX 및 OPEX비중이 높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저 전문 설계 및 평가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합적 설계 및 설치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

를 바탕으로 FMC technologies, Aker Solution, Cameron 

등과 같은 해저 전문 기자재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

여 이에 대한 상세 설계 및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러한 역량이 확보되면 국내 중공업체의 최대 강점인 모듈

화, 제작, 설치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해저생산플랜트의 통합적인 설계 안전성 평가 및 심해 

설치 기술은 국내 업체가 해저 및 해상 생산 플랜트 일괄 

수주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이다. 해저생산플랜트의 고

장은 인명, 환경, 자산에 치명적인 위험과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해저 생산 플랜트의 통합적인 설계 안

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

스템 구성(Subsea System Integration)”과 “해저생산플랜트

와 해저 배관망 내 유체의 안정적인 흐름 (Flow 

Assurance)”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 원천 기술이

다.

Flow Assurance는 해저 생산 플랜트의 성능, 저류층 

(Reservoir) 생산 특성, 다상 유체의 흐름 특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해저 생산 플랜트는 심해저에 

설치되어 높은 압력, 낮은 온도 환경에 노출된다. 이에 따

라 해저 생산 플랜트 내부 또는 해저 배관망 내에 wax와 

hydrate 등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 생성된 wax와 

hydrate는 해저 유체의 흐름을 차단하여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 특히, 저류층 생산 특성과 해저 생산 

플랜트의 운전 성능과 연계된 해저 다상 유체의 동특성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해저생산플랜트의 운송, 설치 기술 역시 국내 중공업계

가 해저생산플랜트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하

여야 하는 기술이다. 다만, 해저생산플랜트 설치의 경우 

막대한 시설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기존 설치 전문 회

사를 활용하는 방안도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중

공업체는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송 기술

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해저 생산 플랜트 설치를 위한 

foundation 안전성 해석, stable lowering, 설치 안전성 해

석 기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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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operating guidelines for subsea O&G (oil & gas) produ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to 

ensure the control of hydrates, wax and other solids, which may impede flow. System designs are primarily driven 

by the need to avoid the formation of a hydrate plug in any portion of the system. Remediation of hydrate plugs 

may require system shut-down for weeks or even months. The design and operating guidelines for controlling of 

solids and hydro-dynamic slugging in the subsea systems are aimed to secure the flow assurance process.

 

1. 서    론 

  
최근 국내 중공업사들의 매출에서 해양 플랜트 가 차지

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공업사들

은 surface platform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뿐, subsea 

production system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

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몇 형 중공업

사를 중심으로 subsea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반 기술

이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subsea 부분의 기술적/사업적 

난제들로 인해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생산플랜트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

려해야 할 기술적 요소 중 고형물과 slug에 관계된 이슈들

을 소개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Oil & Gas 생산 과정에서 

1) 교신 자:hschoi@snu.ac.kr, 02-880-7329

문제가 되는 개별 고형물 및 slug에 관한 국내 연구는 여

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저생산플

랜트 생산 설계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2. 해저생산플랜트 주요 설계 요목

2.1 기본 고려 사항

 

해저생산플랜트 설계는 육상용과는 다른 기술적 도전들

이 존재한다. 그림 1과 같이 심해 해저면 부근은 수온이 

낮고 압력이 높아 수화물 (hydrate)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

이다. 장비 관점에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지 않기 때문

에 고신뢰성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

는 생산중단은 최장 수 개월에 걸칠 수 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GOM지역 수심 비 유정 주변 온도 분포

 

Shell에서는 해저생산플랜트 설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LL98].

 

⦁  시스템의 온도/압력을 수화물 발생 조건에서 벗어

나게 설계하라.

⦁  Wellbore 내에 wax가 침착되지 않게 하라.

⦁  Flowline 내의 wax는 PIG를 통해 제거하라.

⦁  Asphaltenes을 제거/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이와 같은 원칙은 필연적으로 downtime과 intervention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수화물 방지는 운영 과정에서 

MeOH (Methanol)와 MEG (Mono-ethylene glycol)와 같은 

방지제와 감압을 통해 안정화할 수 있다. Flowline을 

dual-line으로 설계하는 것은 초기 비용을 일부 증가시킨

다. 하지만 고형물 제거를 위한 pigging 과정을 단순화하

고 intervention 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줄여주기 위해 필

요하다. 또한 hydro-dynamic slug가 발생할 경우, flowline

과 장비에 압력 변동과 큰 유량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고형물 통제

 

Fig. 2 O&G 시스템에서의 고형물 문제

 

해저생산플랜트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고형물

은 hydrate, wax, asphaltene, naphtaltene 등이 있다. 

Scale은 방지제와 watercut을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방지하

여야 한다. 특히, 바륨 (Ba)은 황화물 (sulfite)을 형성할 경

우 경도가 매우 높아 PIG를 통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생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RUD06]. 그림 2는 해

저생산플랜트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고형물 문제

를 보여준다.

 

3.1 수화물 (hydrate)

 

해저생산플랜트 설계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기술적 도전들이 존재한다. 즉, 심해는 수온이 낮고 압력

이 높아 수화물(hydrate)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된다. 장

비 관점에서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신

뢰성 설계가 필요하다.

물 분자는 분자량이 작은 가스 분자 (methane, ethane, 

propane 등)를 매개로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결정구조 중에서 O&G 생산 과정에서 가장 흔

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준다.

 

Fig. 3 수화물 결정 구조

 

수화물 결정의 안정성에는 온도와 압력이 주요 인자이

다. 특히, 저온/고압 상태에서 수화물 결정의 안정성은 증

가한다.

이러한 결정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조건은 Multiflash 

(Infochem), Hysys (Aspen) 등의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예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수화물 형성 조건에 접어들었다고 

하여도 결정구조가 바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또한 다양한 

혼합물이 혼재한 상태에서 시스템에 실제적인 위협을 끼

칠 정도로 수화물 결정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하

여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많다. 예를 들어 해수가 혼입된 

상황에서 수화물 형성 조건은 청수에서의 상황과는 다르

다. 수화물이 plug를 이루게 되는 기작은 아직까지도 불분

명하다. 분명한 사실은 수화물 형성이 시스템에 위험한 점

은 분명하다.

또한 시스템은 운영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startup과 

shut-in 상황과 같은 천이 상태에서도 수화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설계 조건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정상상태 운영 조건에서 시스템의 온도와 압력을 수

화물 발생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설계한다.

⦁  Startup과 같은 천이 상태에서 XT (X-mas tree) 전

후 그리고 수화물 형성이 의심되는 지점에 MeOH를 투

입하여 수화물 형성을 방지한다.

⦁  Wellbore를 빠르게 예열하여 수화물 plug 형성을 방

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열 튜빙(tubing)을 사

용한다.

 

MeOH 투입과 감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충

분히 안정화시킨 이후에 재기동 작업을 수행한다. 보통 

wellbore, tree, jumper 등에 이러한 조처를 취하고 1-2 시

간 정도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LL98]. 감압 시간은 처리 장비에서 carry-over가 발생하

지 않도록 액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산정할 필요

가 있다

Blowdown이라고도 부르는 flowline 감압은 운영 설계

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Cool down 시간 동안 

관로 내에는 많은 양의 액체와 기체가 존재한다. 이 때, 

hydrate plug가 감압의 영향으로 이동을 시작하면 plug에

서 발생하는 고압의 가스로 인해 고속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운동으로 인해 관로 내에 liquid surge가 발생하는 것

은 처리 장비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통 plug는 

여러 지점에서 여러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의 plug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수화물

과 관련된 flowline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천적으로 수화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SCO04, JO10].

 

3.2 왁스 (Wax)

 

해저생산플랜트의 흐름 견실성 문제에서 왁스는 수화물

보다는 잘 알려져 있으며 통제가 쉬운 편이다. 해저생산플

랜트 설계에서 왁스 퇴적은 보통 C7+ 의 파라핀 

(paraffins)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C20+가 문제가 된다 

[LEE10]. 보통 왁스 형성은 온도의 함수로 생각하는데, 왁

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WAT; wax appearance 

temperature)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온도 

구배가 클수록 발생율이 증가한다. 일단 왁스 퇴적이 시작

되면 유량 변화는 불가피하다.

시스템이 shut-down 상태가 되면 왁스 고형물은 오일

을 “gel”상태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겔 상태의 오일에는 

4% 정도의 고체 상태 왁스가 포함되어 있다 [ELL98]. 이

러한 겔 상태의 오일은 점도가 매우 높아 시스템의 재가

동을 어렵게 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왁스의 속성이 밝혀

지고 있으며 CP (cloud point)와 PP (pour point)를 테스

트하기 위한 cold fingers 실험 등을 통해 왁스 통제가 가

능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LEE10].

 

Fig. 4 원유에 한 HTGC 해석의 예

 

왁스 형성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일 샘플에서 

파라핀 응집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ELL98]. 보통 오

일 샘플을 통해 그림 4와 같이 HTGC (High Temperature 

Gas Chromatography) 해석을 수행하여 생산 유체에서의 

파라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CP와 PP를 확

인하면 이에 근거하여 PVTSim, HYSYS, OLGA와 같은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흐름 견실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왁스 퇴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PIG 운

영 조건 등을 테스트할 수 있다.

수화물과 달리 왁스 퇴적은 비교적 서서히 일어난다. 

시스템 온도 통제와 관로의 온도 구배를 활용하여 왁스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보통 오일의 CP보다 7℃ 가량 높

은 온도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면 왁스 침착은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ELL98]. 처리 시설에 도착할 때의 온도 역시 

처리 설비의 등급에 따라 결정한다. 이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flowline 시스템의 왁스 통제를 위한 단열 설계를 수

행하게 된다 [JO10].

광구의 수명이 다해 감에 따라 저류층의 온도가 차차 

떨어지기 시작한다. Flowline의 단열과 솔벤트 등을 활용

하여 왁스를 통제할 수 있다. 이 때, 설계 초기에 단열 사

양을 키울 것인지 왁스를 녹여내기 위한 솔벤트를 투입할 

지의 여부는 CAPEX와 OPEX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PIG의 장비 및 운영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점은 “gel 

strength”이다.  또한 PP가 높은 오일의 경우, 수화물 형성 

시간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왁스 통제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Wellbore와 tree에서 왁스 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유량이 형성되도록 설계하고 주기적인 



self-cleaning 방법을 적용한다.

⦁  PIG를 통해 flowline 내에 쌓인 왁스를 제거하고 

PIG가 왁스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쌓이기 전에 PIG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한다.

⦁  적절한 단열과 처리제 등을 활용하여 PIG 운영 간

격을 늘린다.

⦁  해저생산플랜트 운영 계획에서 PP를 주기적으로 확

인하도록 한다.

⦁  생산 설계 이전에 HTGC 해석을 통해 파라핀의 양

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해재 (inhibitor) 투입 시기를 설계

한다.

 

3.3 아스팔틴 (Asphaltene)

 

보통 아스팔틴은 원유 성분 중 C7 (n-heptane)으로 녹

일 수 없는 복합물을 지칭한다 [LEE10]. 반면에 톨루엔과 

같은 방향족 용매 (aromatic solvents)로는 아스팔틴을 녹

여낼 수 있다. 아스팔틴은 태생적으로 황화물 (sulfur), 질

소화합물 (nitrogen), 니켈 (nikel)이나 바나듐 (vanadium)

과 같은 금속 등의 무기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스팔틴은 전기적으로 극성을 띄기도 하고 물과 만나 

안정적인 에멀션 (emulsion)을 형성하기도 해 처리 시설의 

분리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모든 오일은 아스팔틴을 함유하고 있다. 아스팔틴은 생

산 중에 화학적 안정성이 깨지면서 문제를 야기한다

[BAI05]. 그림 5와 같이 아스팔틴의 안정성은 크게 방향족

과 수지(resin)의 비율과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Fig. 5 아스팔틴의 안정성

 

아스팔틴은 해저생산플랜트 설계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해저생산플랜트 설계에 있

어 아스팔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설계 및 운영 기

법은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BAI05]. 다만 몇몇 육상 광

구 개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에 적용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가끔 아스팔틴 플러그 

(asphaltene plug)가 wellbore나 관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영 중에 아스팔틴 플러그를 뚫

어내기 위한 용매나 coiled tubing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아스팔틴

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intervention 전략을 생

각해볼 수 있다.

 

⦁  Wellbore에 계속 일정량의 아스팔틴 유화제 

(dispersant)를 주입하도록 설계한다.

⦁  Wellbore에 주기적으로 방향족 용매를 주입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  Flowline 시스템에 누적된 퇴적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pigging 과정에서 솔벤트를 함께 투입하도록 설

계한다.

 

이러한 전략은 추가적인 umbilical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flowline 시스템 구성 시 용매 투입 라인 설계에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Hydro-dynamic slug

Fig. 6 해저생산플랜트 관내 slug flow의 모식도

 

다상 유동 현상에 한 연구는 1950년  2상 유동 

(2-phase flow)에 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 2상 유동은 

단상 유동에 비해 훨씬 복잡한 거동을 보인다. 보통 기상

과 액상은 서로 다른 밀도와 점성 차이로 인하여 관내에

서 같은 속도로 이동하지 않는다. 관 내부에서 단상 유동

은 해석해가 존재하며 수치해의 해석 결과는 공학적으로 

사용할만한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다상 유동의 

경우, 단순한 형상을 지닌 관내 유동 조차 해석이 복잡하

고 결과 또한 좋지 않은 실정이다.

관로의 flow regime이 슬러그 유동 상태가 되면 관내에

는 liquid holdup이 크게 변하게 된다. Topside 설비로 전

달될 때까지 슬러그가 개선되지 않으면 큰 유량변화로 인

한 carry-over 현상이 나타나 장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slug catcher 및 choke valve를 설계하여 

장비에 전달되는 slug의 영향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슬러그는 관로의 경사도 및 경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terrain slug는 특히 riser 설계에 영

향을 주게 된다.

Flowline을 따라 흐르는 유체는 마찰로 인한 수두손실

을 제외하면 압력이 수직방향으로 위치에너지로 변환되는 

수두 손실은 크지 않다. 하지만 riser에서는 수두 손실로 

인하여 slug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된 가스의 일

부를 riser base에 재주입하여 수두 손실을 보상하는 

gas-lift 방법과 같은 artificial lift를 통해 riser 내에서의 슬

러그를 감소시킨다 [BAI05]. Gas-lift의 경우 작은 양으로도 

슬러그로 인한 유량 변동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JO10]. 

특히 시스템 재가동 시 flowline과 riser base에 고여 있는 

유체를 밀어낼 때 gas-lift가 효과적이다.

 

Fig. 7 riser base에서의 slug 현상

 

슬러그는 관로의 경사도 및 경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terrain slug는 특히 riser 설계에 영

향을 주게 된다. 그림 7에서와 같이 flowline에서 riser로 

연결할 때는 riser base 부분을 아래 쪽으로 살짝 내려가

게끔 설계를 한다. 이는 flowline을 곧바로 riser와 연결할 

때보다 슬러그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BAI05]. 또한 lazy-S 형태의 riser를 할 경우, riser의 구부

러진 경로에 따라 큰 slug를 유발하게 된다.

슬러그를 줄이기 위해 유량을 줄여 flow regime을 

stratified 상태로 바꾸는 경우, 느린 유속으로 인한 열손실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반 로 

유속을 높여 flow regime을 annular 상태로 바꿀 경우 빠

른 유속으로 인한 내부 코팅 및 관로 마모 문제를 고려하

여야 한다.

한편, 관내 코팅층에 코팅액을 주기적으로 덧발라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유동 상태를 slug flow 상태로 통제할 

수 있도록 운용 설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는 유동 상태

가 slug flow가 되어 코팅액이 관내 모든 면에 고르게 닿

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PIG를 운용할 때 관내에 쌓여 

있는 유체가 한꺼번에 밀려나오면서 규모의 liquid 

surge가 발생하기 때문에 PIG를 운용하기 전에 관내에 쌓

여 있는 유체를 배수관로를 통해 빼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왁스 통제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생

각해 본다.

 

⦁  슬러그 양을 충분히 예측하여 장비에서 액체가 기체 

관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Riser base에서 flowline은 적절한 sump 형태를 갖

도록 한다.

⦁  Lazy-S 형태의 riser를 설계할 경우 riser based 

terrain slug를 고려한다.

⦁  PIG 운영 설계 시 slug의 volume을 미리 예측해 둔

다.

5. 흐름 견실성 처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흐름 견실성 문제는 설계와 운

영의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수화물, 왁스, 아스팔틴 및 슬러그 등은 생산 유

체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외에도 부식 (corrosion), 

scale, 마모 (erosion) 등의 문제도 시스템 설계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SCO04].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저생

산플랜트용 흐름 견실성을 제고하는 설계 절차를 제안한

다.

 

⦁ 생산 유체 샘플을 바탕으로 PVT 속성을 확인한다.

⦁ 왁스와 아스팔틴 속성 정보를 확인한다.

⦁ 수화물 안정성 곡선을 산출하고 적절한 저해제  

(inhibitor) 설계를 한다.

⦁ 개별 well에 한 열-유체 모델을 설계하고 wellhead 

온도와 생산 설비 쪽 압력을 산정한다.

⦁ Wellhead에 한 천이 상태 (shut-down, warm-up, 

restart 등) 운용 절차를 검토한다.

⦁ Flowline의 flow regime을 결정하고 슬러그의 통제 

설계를 수행한다.

⦁ Riser base의 온도를 바탕으로 riser cool down 설계

를 수행한다.

⦁ Flowline의 cool-down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열 

시스템 설계를 수행한다.

⦁  Flowline의 정상 상태 모델을 설계하고 riser base의 

온도와 boarding의 온도 압력을 계산하는데 적용한다.

⦁  정상 상태에서 slug-catcher 용량을 산정한다.

⦁  Blow-down 상태와 warm-up 과정에 한 천이 해

석을 수행하고 고형물 통제 및 carry-over 유무 등 설계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시스템 설계와 운영 절차를 입력값으로 하여 복합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고형물 통제 중 수화물의 경우 최근 관로 내부의 센서

들이 보내주는 신호와 flowline 시스템의 열-유체 모델을 

바탕으로 수화물 생성을 실시간 감시하고 저해제를 활용

한 선제 응 기술이 활용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형물 통제와 slug flow 설계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잘 개발되어 흐름 견실성 설계의 어려움

을 많이 해소시켜주고 있다. Bratland는 다양한 흐름 견실

성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슈를 정리한 바 있다 

[BRA09].

  6. 결      론   

본 소고에서는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여

야 할 고형물 및 슬러그 등에 관한 이슈를 기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해

저생산플랜트 부문은 부유식해양구조물시장보다도큰매출

기여와부가가치를기 할수있다. 하지만 해저생산플랜트 설

계 관련 국내 연구 기반은 빈약한 실정이다. 앞으로 해저

생산플랜트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 국내 중공업사들의 사업 개척

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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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크레인을 이용한 단순 구조물의 하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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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ing Simulation of a Simple Structure with a Floating Crane

Bo Woo Nam*, Sa Young Hong*, Byoung 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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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Floating crane 해상크레인, Lowering simulation 하강 시뮬레이션, Wave-induced motion 파랑운동, Tension 장력, 
Winch 윈치

ABSTRACT: A coupled analysis of a floating crane barge with crane wire and hanging structure is carried out in time domain. The motion 
analysis of crane barge is based on floating multi-body dynamics and crane wire is modelled by simple spring tension. Hanging structure is 

assumed as rigid body with 3 degree-of-freedom translational motion. In this study, numeric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at three different 
stages. Firstly, developed code was validated by comparing time-domain motion response of crane barge with frequency-domain results. Then, 
coupled analysis of a crane barge and a simple structure hanging by crane wire were performed by using present scheme. Motion response and 

wire tension from present calculation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OrcaFlex. Agreement between two results are fairly good. Lastly, 
lowering process was simulated considering buoyancy of the hanging structure. The transient response of sturcture and barge due to buoyancy 
change is observed. The comparison of the present and OrcaFlex simulations ensures that the present simulation method is quite accurate and 

stable.

1. 서    론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심해의 해저 생산 플랜트를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정밀도가 요구된다. 이 경우 

설계단계에서 설치해석을 통해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상 크레인 작업에 대한 동적해

석은 파도, 바람, 조류 등의 복합환경하중 하에서의 부유체 거동 

해석 기술과 크레인 와이어에 대한 구조 해석 모델, 설치구조물

에 대한 다물체 운동 해석 기술 등이 조합되어 이루어 질 수 있

다. 이러한 해상 크레인 작업에서는 설치선의 운동이 크레인 와

이어(wire)를 통해 설치구조물의 운동을 기진하며, 또한 조류 및 

바람에 의한 설치구조물의 동요가 와이어와 설치선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 생산 플랜트의 설치해석에 대한 기본 과

정으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한 단순 구조물의 하강(lowering) 작

업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고려하였다. 비교를 위해 해상 계

류시스템 및 라이저 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인 OrcaFlex(2010)를 

이용하여 동일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은 세 가지 단계

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에는 설치선 단독의 파랑 중 운

동을 계산하여 주파수 영역 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다음

으로는 설치선과 크레인 와이어에 매달린 설치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현 기법에 의한 운동 및 장력을 

교신저자 남보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104(장동 171)

042-866-3934  bwnam@moeri.re.kr

 OrcaFlex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치구조물이 

하강 할 때의 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때 부력의 변

화에 따른 운동 및 장력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였다.  

2. 해상 크레인 작업 시뮬레이션 기법

본 연구에서는 해상 크레인 작업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해석에는 Fig.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레인 바지

선과 크레인 와이어, 사각형 형상의 설치 구조물을 고려하였다. 

이들 각각 구성요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동적 해석 기법이 적용

되었다. 

Fig. 1 Floating crane barge, crane wire and simple structure

2.1 설치선 운동 해석

설치선의 거동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등의 부유체 운동 해

석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체의 수평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면 운동(Surge, Sway, Yaw)과 수직면 운동(Heave, Roll, Pitch)

를 구분하여, 각각 식 (1)와 (2)와 같은 운동 모델을 적용하였다. 

(Hong et al., 2005) 이 때 수직면 운동은 횡동요와 종동요가 작

다는 가정 하에 선형화된 운동 방정식이다. OrcaFlex에서는 설

치선을 Vessel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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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레인 와이어 해석

크레인 와이어는 단순 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경우 크

레인 와이어의 양끝단의 위치관계로부터 크레인 와이어의 길이

가 계산되고, 식(3)을 이용하여 장력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 

                          (3)

여기서 는 장력이며, 는 축방향 강성(axial stiffness)이다.  

는 와이어의 늘어나지 않은 길이(unstretched length)이며, 

은 현재 와이어 길이이다. 하강 과정 중에는 는 시간에 따라 

늘어나며, 상승 과정에서는 는 시간에 따라 줄어든다. 

OrcaFlex에서는 하강/상승 과정에서의 와이어는 Winch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가 일정한 경우에는 Link 모

델을 적용하였다.  

2.3 설치 구조물 운동 해석

설치 구조물의 운동은 단순한 3자유도 병진운동으로만 모델

링하였다. 설치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중력과 크레인 와

이어 장력, 부력 등을 고려하였다. 부력의 경우 시간에 따른 구

조물의 잠긴 부피 를 높이 방향으로 선형적으로 변한다도 

가정하여 계산되었다. OrcaFlex에서는 Buoy3D 모델을 이용하여 

설치구조물의 운동을 해석하였다. 

                                      (4)

3. 수치해석 결과

수치 해석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에는 

설치선 단독의 파랑 중 운동을 계산하여 주파수 영역 해석 결과

와 비교 검증하였다. 다음으로는 설치선과 크레인 와이어에 매

달린 설치구조물의 파랑 중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설치구조물이 하강 할 때의 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아래의 Table 1은 해석에 이용한 크레인 바지선의 기본 제

원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Main particulars of floating crane barge

Main Particulars

LOA 130.0 m

B 36.0 m

T 5.5 m

Displacement 25740.0 m^3

2.1 크레인 바지선 단독 운동 해석

크레인 바지선의 단독 해석을 통해 현재 사용된 수치기법의 

부유체 시간영역 해석에 대한 기본 검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부

유체 운동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Retardation 함수를 Fig. 2에서 

두 수치 코드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상하동요와 종

동요에서 모두 Retardation 함수가 매우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은 선수파일 때 시간영역 해석 결과 얻어진 크레인 바지

선의 운동 응답을 주파수 영역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두 시간영역 해석기법은 주파수 해석 결과와 거의 동일한 

운동 응답을 계산해주고 있으며, 이로써 Retardation함수에 대

한 convolution적분이 정확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heave-heave

(b) pitch-pitch

Fig. 2 Comparison of retardation function for crane barge 

between present (KIMAPS) and OrcaFlex



(a) heave

(b) pitch

Fig. 3 Comparison of motion RAOs between present and 

OrcaFlex (crane barge, heading 180 deg.) 

2.2 크레인 바지선과 단순 구조물 연성 해석

크레인 바지선과 와이어로 연결된 단순 구조물의 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기본 조건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Main particulars for coupled numerical analysis

Main particulars

structure weight 100 tons

unstretched length of wire 80 m

Axial stiffness(EA) of wire 105 kN

Crane tip position (-75m, 0m, 110m)

Fig. 4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구조물의 운동의 시계열을 보여

주고 있으며, Fig. 5은 크레인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은 -50초부터 200초까지 수행되었으

며, 초기 50초동안에는 Ramping 함수를 도입하여 서서히 운동

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시계열자료를 보면 -50초에서 초기 평형 

위치와 초기 장력이 동일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시간

에 따른 시계열의 위상과 크기 모두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OrcaFlex가 x-방향 운동이 다소 크게 나오면서 

장력도 약간 크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코드간 시적

분 기법 및 운동방정식이 상이한데서 오는 차이로 생각된다. 

Fig. 6은 여러 파 주파수에서 장력 변화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

다. 두 수치기법은 0.8~1.0 rad/s근방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

지만 전반적인 경향과 크기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크레인 바지

선의 종동요 공진 주파수 0.6 rad/s에서 가장 큰 장력의 변화가 

발생했으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바지선의 운동이 줄어듦에 따

라 장력의 변화 폭도 작아졌다. 

  Fig. 7은 구조물의 무게에 따른 크레인 바지선의 종동요 RAO

를 보여주고 있다. 매달려 있는 구조물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바

지선의 종동요 응답이 주파수 1.0rad/s이하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조물의 무게가 설치선 무게의 1/50

이하이기 때문에 설치선 운동의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a) surge

(b) heave

Fig. 4 Motion comparions of haning structure in regular wave 

(   , heading 180 deg.)

Fig. 5 Comparison of wire tension in regular wave (   , 

heading 180 deg.)

Fig. 6 Comparison of wire tension with different wave 

frequency between present and OrcaFlex (heading 180 

deg.)



Fig. 7 Effect of structure weight on barge pitch motion using 

KIMAPS

2.3 하강 시뮬레이션

하강 시뮬레이션에서 구조물의 무게는 280 tons으로 고려하였

으며, 다른 조건은 앞 절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 때 

시뮬레이션 후 50초까지는 구조물이 원래위치를 유지하다가 50

초부터 300초까지 0.5m/s의 속도로 하강하게 하였다. Fig. 8은 

하강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구조물의 전후방향, 상하방향 운동

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물이 수면에 입수하는 100초 근방에서 

부력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구조물의 전후방향 동요가 크게 발

생하게 되며, 이는 그 이후 시간에서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부

력 변화의 효과는 Fig. 9의 바지선의 상하운동과 Fig. 10의 장력

에서도 관찰된다. 하지만 부력의 변화에 따른 동요의 크기는 

OrcaFlex가 KIMAPS보다 다소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뮬레이션에서는 구조물과 와이어에 감쇠력을 고려하지 않았

기 때문에 작은 동요의 차이가 장력의 큰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a) surge

(b) heave

Fig. 8 Motion comparions of structure in lowering simulation 

(   , heading 180 deg.)

Fig. 9 Heave comparions of crane barge in lowering simulation 

(   , heading 180 deg.)

Fig. 10 Comparison of wire tension in lowering simulation 

(   , heading 180 deg.)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상 크레인 작업에 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단독 바지선의 운동응답을 비교하여 부유체 

운동 해석에 대한 기본 검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크레인 바

지선과 와이어에 매달린 구조물 사이의 연성 운동 해석을 수행

하였다. 동일한 조건에 대해 수행한 OrcaFlex와 상호 비교하여 

개발 수치코드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와이어에 매

달린 구조물의 하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라 하

강 과정이 잘 묘사됨을 확인하였으며, 부력의 변화에 따른 구조

물과 크레인 바지선의 거동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향후 다양한 

설치 공법에 따른 설치해석을 통해 작업의 안전과 공정의 효율

성 및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지식경제부 과제 “해저 

및 해상생산플랜트 설치설계 핵심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

된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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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경사방정식을 사용하여 투수층에서 불규칙   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propagation of random waves inside or over 

porous layers using mild-slope equation

이창훈1, 박설화2

 Changhoon Lee
1 
 and Seolhwa Park

2

1. 서론

  경사식 방 제에 발생하는 수리특성을 수치 으

로 측하는 방법으로 투과성 매질을 지나는 유체

의 마찰, 난류에 의한 에 지 감쇠를 고려한 운동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공간 으로 분하여 반사

율, 투과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Sollitt와 Cross 

(1972)는 투과성 매질이 있는 구간이 직사각형으

로 가정하여 해석하 다. Izumiya(1990)는 투과성 

매질이 1개 층에 있고, 매질과 유체의 경계면의 

수심이 완만하게 변하여도 해석이 가능한 완경사

방정식을 개발하 다. Izumiya의 식은 랑의 공

간 3차원 인 변형 상을 모의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경사식 방 제와 같이 소 블록, 쇄석 등

의 여러 층의 투과성 매질이 있는 경우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한 불규칙 의 를 모의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Hsu 등(2004)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고 마찰과 난류에 

의한 에 지감쇠를 고려한 수치모형인 COBRA를 

개발하 다. 이 모형은 방 제에서의 쳐오름과 월

도 측할 수 있어서 거의 모든 상을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런데, 이 수치모형을 사용

하면 수치 으로 불안정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

고, 계산시간과 자료 장이 방 하여 3차원 공간

까지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불투수층에서 유도된 시간의존 완

경사방정식에 투수층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쇠항

을 포함한 식을 제안하 다. 이 식은 다수의 투수

층에서도 용이 가능하고 불규칙 의 도 

측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 방정식을 사용하면 

경사식 방 제에 부딪치는 랑의 에 지 감쇠, 

반사, 통과를 측할 수 있다. 이 수치모형은 기존

의 연구보다 더 발 하여 입사 의 방향에 따른 

랑의 변형을 정확히 측할 수 있는 3차원 모형

이다. 

2. 완경사 방정식 유도

2.1 유량속도로 표현되는 분산관계식
랑이 투수층을  지나는 경우 층류, 난류 등에 의한 

항력 항이 발생하고, 한 부정류로 인한 성 항이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유량속도(discharge velocity) 

 로 표 된 선형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와  는 각각 유량속도로 표 된 항력 항 

과 성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2)

       


                                             (3)

여기서  는 공극률, 는 동 성 계수, 는 투수성 매

질의 입경,  은 부가질량계수,  과  는 각각 층류

항계수와 난류 항계수이다. 식 (2)는 Ergun(1952)이 

제안한 꼴로서 Reynolds 식에서 층류항와 난류항의 차

원해석에서 그 꼴이 유도된다.  식 (2), (3)을 식 (1)에 

입하고 공간 으로 분을 취하면 유량속도 포텐셜 

로 표 되는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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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와  는 각각 유량속도로 표 된 항력

항계수와 성 항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5)

 

                                                     (6)

식 (4)를 수면에 용하면 수면에서의 동역학  경계조

건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7)

수면에서의 운동학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8)

식 (7)과 (8)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수면에서의 경계

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9)

 식에서 는 항력 항계수과 성 항계수를 포함

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0)

개의 투수층에서 연속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11)

    


     ⋯                            (12)

          ⋯                             (13)

    









                              (14)

를 들어, 1개와 2개 투수층에서의 해를 구하면 다음

과 같은 분산 계식을 각각 구할 수 있다.

    


                                                  (15)

    


 




 






              (16)
   

   

   

 식에서 복소수로 표 된 수는   로서 실

수부   은 의 를 결정하고, 허수부  는 진폭의 

공간 인 감쇠율을 결정한다. 

2.2 침투속도로 표현되는 분산관계식
랑이 모래, 자갈 등의 투수층을  통과하는 경우 침

투속도(seepage velocity)  는 유량속도  와 다음과 

같은 계에 있다.

                      (17)

침투속도로 표 된 선형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8)

여기서   와  는 각각 침투속도로 표 된 항력 항 

과 성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9)

 

     





                                             (20)

식 (19), (20)을 식 (18)에 입하고 공간 으로 분을 

취하면 침투속도 포텐셜  로 표 되는 다음 식을 얻

을 수 있다.

    


 


                                       (21)

 식에서  와  는 각각 침투속도로 표 된 항력

항계수와 성 항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22)

      


                                              (23)

식 (21)을 수면에 용하면 수면에서의 동역학  경계

조건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4)

  

수면에서의 운동학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25)

식 (24)와 (25)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수면에서의 경

계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26)

개의 투수층에서 연속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27)

    


     ⋯                            (28)

          ⋯                             (29)

    









                                  (30)
 

를 들어 1개와 2개 투수층에서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분산 계식을 각각 구할 수 있다.

    


                                                      (31)

   




 




 






                  (32)

2.3 완경사방정식 유도
불규칙 의 를 모의하는 Radder와 Dingemans 

(1985)의 완경사방정식에 투수층에서 발생하는 에 지 

감쇠항  를 포함한 식은 다음과 같다.

    


∇⋅


∇


              (33)

   

    


                                                        (34)

 식에서  는 수면에서의 속도포텐셜이고, 

와   는 각 상속도와 군속도이

다. 식 (33)과 (34)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 


  

                                                                                         (35)

속도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            (36)

 식에서 

     
⋅


                                                           (37)

1차원 수평공간에서 식 (37)을 식 (35)에 입하면 허수

부에 다음과 같은 에 지 송식을  얻을 수 있다.

    


                                                  (38)

  

식 (37)로부터 다음 계식을 얻을 수 있다.

    


  



















      (39)
  

식 (37)과 (39)를 비교하면 에 지감쇠계수 는 다음과 

같다.

                                                                      (40)

3. 수치실험

먼  랑이 1개 투수층을 지나는 경우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수심이  =80cm, 투수층 매질의 입경이 

=5cm, 공극율이   , 투수층의 두께가 2 장이고, 

랑의 주기는 2 이다. 투수층의  항력 항 가운데 난

류 항은 무시하고, 층류 항만을 고려하 다(즉,  

8,  = 0). 성 항을 고려한 경우와 무시한 경우에 각

각 비교하 다.

Fig. 1은 성 항을 무시하고, 유량속도로 표 된 

완경사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랑의 진폭을 해석

해 
 와 함께 비교한 그림이다. 투수층에서의 반사

율이 0.19로서 반사가 크게 발생하여 투수층 내에서는 

해석해보다 진폭이 조  작게 계산되었다. 이는 식 (5)

로 표 되는 층류 항이  에 비례하여 변하

는데 투수층의 시작 에서 민감하게 변하여 수치 으

로 큰 반사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Fig. 2는 Fig. 1과 같은 조건에서 유량속도 신 침투

속도를 사용한 수치해와 해석해를 비교한 그림이다.  

침투속도를 사용한 수치해의 반사율이 0.08로서 유량

속도를 사용한 수치해에 비해서 훨씬 작게 나왔다. 이

는 식 (19)로 표 되는 층류 항이   에 비례

하여 변하는데 투수층의 시작 에서 덜 민감하게 변하

여 수치 으로 상 으로 작은 반사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유량속도 신 침투속도로 표 된 완경

사방정식을 사용하면 안정 인 수치해를 얻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Fig. 3은 Fig. 1과 같은 조건에서 성 항도 포함하

여 수치해와 해석해를 비교한 그림이다. 부가질량계수

는  =0.8로 두었다. 투수층에서의 반사율이 0.3로서 반

사가 크게 발생하 다. 이는 투수층의 시작 에서 식 



(23)으로 표 되는 성 항이 공극율  와 부가질량

계수  에 민감하게 변하여 수치 으로 큰 반사가 발생

한 것으로 단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반사율이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수층 내에서 수치해가 해석

해보다 크게 계산되었다. 그리고, 투수층을 지나서는 

해석해에 비해서 투과된 의 진폭은 해석해에 비해서 

작게 계산되었다. 이는 반사율이 커서 투과된 의 에

지가 작게 나온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투수층을 지나는 불규칙 의 

를 모의하는 완경사방정식을 개발하 다. 1개 투

수층을 지나는 경우 유량속도로 표 된 식과 침투속도

로 표 된 식을 각각 사용하여  수치해와 해석해를 비

교하 다. 그 결과 유량속도를 사용한 수치해의 반사율

이 크게 발생한 반면 침투속도를 사용한 수치해의 반사

율이 작게 나와서 안정 인 해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성 항을 포함하면 반사율이 더 크게 발생하여  수치

으로 불안 한 해가 나오는 문제 이 있었다.  평면 2

차원 실험과 불규칙  실험 결과를 발표 때 상세히 보

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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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ized wave amplitude calculated 

by mild-slope equation in terms of discharge 

velocity neglecting inertial resistance.

Fig. 2. Normalized wave amplitude calculated 

by mild-slope equation in terms of seepage 

velocity neglecting inertial resistance.

Fig. 3. Normalized wave amplitude calculated 

by mild-slope equation in terms of seepage 

velocity considering inertial resistance.



의 굴  정도를 측하는 해석 인 기법

Analytical metho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wave refraction

정태화1, 이창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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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 진행방향에 향을 끼치는 표 인 요인으로 

굴 과 회 이 있다. 회 은 에 지 차이에 의해 발생

하는 상으로 섬, 부유 구조물 는 방 제 주변에서

만 발생하는 반면, 굴 은 속의 차이에 의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역에 걸쳐서 일어난다. 가 집 되

는 곳에서는 높은  에 지로 인하여 쇄 나 쇄  유

도류가 발생을 하여 연안에 향을 끼치며 는 연안구

조물의 붕괴를 래하기도 한다. 

의 굴 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해안선이 일직선이

며 수심이 해안선부터의 거리로만 결정되는 경우 Snell

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심이 복잡한 경우에는 

속값을 이용하여 의 진행방향을 측하는 향선

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Munk and Arthur (1952), 

Wilson (1966)  Noda (1974) 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향선법은 의 진행거리  방향이 미분방정식의 형

태로 표 되며 따라서 수치차분을 이용하여 의 이동

거리나 방향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개개

인의 의 진행상황을 측할 수 있지만 다양한  조건

에서 발생하는 들의 상 인 굴 의 정도는 직  값

을 구해보기 에는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의 굴

정도를 미리 측할 수 있는 해석 인 방법을 제시하

다. 유도된 식은 불투수층  투수층에 하여 용하

으며 불투수층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잘 부합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해석 기법 유도

의 굴 은 나란히 진행하는 와의 진행속도 차이

에 의해 발생하며 따라서 굴 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선 방향으로의 속도차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속, 는 수, 는 각주 수이며 

는  진행방향의 법선(즉, 선 방향) 좌표를 의

미한다. 맨 앞에 붙은 는 이   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무차원화시키기 하여 사용

되었다.

 

2.1 불투수층
식 (1)에서 동일한 수심조건에서 진행하는 의 경우 

값은 동일하게 되며 따라서 실질 으로 굴 의 

정도는 다음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2)

식 (2)를 계산하기 해서는 수에 한 식을 사용

하여야 하며 바닥이 불투수층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형분산 계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4)

수심이 얕은 천해에서     이 되므로 
식 (5)는 다음과 같이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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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수심이 작을수록 굴절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창훈 등(2003)은 똑같은 수심 조건에
서 주기가 긴 파랑이 짧은 파랑에 비해 굴절이 일찍 
발생함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들은 역학적으
로 주기가 긴 파랑이 상대수심이 작아서 바닥의 변화
를 일찍 감지한다고 하였다. 식 (5)가 수식으로 이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2.2 투수층

Fig. 1. Schematic diagram of wave propagation inside 

the porous medium. 

투수층 속을 지나가는 에 용되는 선형 운동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는 유량속도(discharge velocity)를 의미하

며, 와 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 되는 항력 항  

성 항을 의미한다.

   
                                                         (7)

    


                                           (8)

여기서, 는 투수성, 는 동 성 계수,   는 공극률, 

은 부가질량계수 그리고 는 항력계수를 의미한다. 식 

(7)과 (8)을 식 (6)에 입하고, 자유수면에서의 경계조

건을 사용하면 선형화된 자유수면 경계조건을 얻을 수 

있다. 



 
 





                (9)

여기서, 는 속도포텐션을 의미하며  는 다음과 같이 

표 되는 성계수이다.

                                             (10)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                                                                      (11)

바닥경계조건(  )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 있으며


⋅                                (12)

식 (12)를 식 (11)에 입하면 다음과 같이 투수층에 

한  분산 계식을 얻을 수 있다.

  


                                                   (13)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4)

이와 같은 근법은 투수층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도 가능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2개층에 하여 유도하

면 다음과 같이 된다.





  



                           (15)

이 경우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 되며 







 

 









                            (16)

Fig. 2. Schematic diagram of wave propagation inside 

the two-layers porous medium.



여기서, 과 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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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식 (15)를 식 (17)  (18)에 입하여    

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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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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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  (18)을 식 (16)에 입하면 2개의 투수층이 있

는 경우에 하여 의 굴 정도를 계산하는 식을 구할 

수 있다.  한, 식 (15)에서     로 놓으면 윗 

층은 물이 되며 따라서 투수층 를 지나가는 의 굴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3.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 인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하여 먼  불투수층 지형에 용해 보았다. Fig.  

3은 식 다양한 상 수심에 하여 식 (4)와 (5)를 계산하

여 도시한 결과이다. 식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

투수층일 경우에는 굴 의 정도가 오직 상 수심에 의

해서만 결정이 되며 상 수심이 작을수록 굴 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측할 수 있다. 식 (5)로 표 되는 근사

식은 천해역에서는 정해와 잘 일치하지만 심해역에서

는 다소 큰 값을 보인다.

Fig. 3. Variation of degree of refraction with 

different relative water depths

이와 같은 결론은 Snell의 법칙이나 향선법을 이용하

여 의 진행경로를 계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서로 다른 상 수심을 가지는 들이 동일한 지

에서 동일한 입사각   로 입사하는 경우에 하

여 Snell의 법칙을 이용하여 의 진행방향을 그린 것

이다.  상 수심이 작을수록 의 굴 이 크게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wave rays refracting on impermeable plane slop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 굴 의 정도를 해석 으로 측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선 방향으로의 속

도차에 의해 굴 이 발생하다는 원리에 착안하여 식을 

유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의 분산 계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투수층이나 투수층 는 진흙

층의 경우에도 분산 계식만 구할 수 있으면 용

할 수 있다. 먼 , 불투수층 지형에 용하여 기존

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

후 투수층이나 진흙층에도 용하여 타당성을 검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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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기 랑에 의한 일만 신항의  부진동 특성 해석

Analysis of  harbor oscillation in Youngilman New Harbor

곽문수1, 문용호2, 편종근3

 Moon Su Kwak1, Yong Ho Moon2 and Chong Kun Pyun3

1. 서     론

 항내 부진동 상은 장주기 입사 의 주기와 항만

의 기하학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주기가 일치

하여 항내 랑의 진폭이 이상 으로 증폭되는 상

으로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치한 항만

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그 이유는 항만의 형상이 단순

하여 항내 반사 의 발생이 활발하고 항입구가  외해

에 직  노출되어 있어서 많은 랑에 지가 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랑의 진폭계수가 히 

높아지면 선박 동요를 유발하여 하역작업에 장애를 

가져오며 계류삭이 단되고 안벽이 손되는 등 선

박과 항만에 직 인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항만

의 신설 개량에 있어서는 부진동 상에 한 검토  

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재 북방 제가 완공된 상태이고 남방

제를 단계 으로 건설할 정인 일만 신항을 

상으로 장주기 랑에 의한 항내 부진동 특성을 

검토하고, 부진동 상이 심각한 어항에 하여 

부진동 감 방안을 수치실험으로 검토한 것이다. 

부진동 검토는 신항만 계획을 반 하여 우선 으

로 상태, 1단계, 장래의 건설단계에 하여  

30s~5min 의 외 력  성분  5~100min 의 장주기 

 성분에 한 공진 특성을 악하 다. 그리고 부진

동 상이 심한 어항을 상으로 감 방안 도출을 

한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2. 수치모형

  본 연구에서는 항만 설계를 한 랑해석에서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MIKE21 EMS 모

형을 사용하 다. EM S모형의 기본방정식은 

Berkhoff(1972)에 의해서 유도된 타원형완경사방정

식(Elliptic Mild-slope equation)이다. 이 방정식은 

Booij(1983)의 연구결과 그 응용범 가 1:3정도의 

경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완경사방

정식은 임의수심을 갖는 완만한 경사의 수심에서 

미소높이 시간조화 랑의 운동을 지배한다. 

 일반 으로 타원형완경사방정식은 유한요소법

(Berkhoff 1972, Chen and Mei 1974, Behrendt 

and Jonsson 1984)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DHI(Danish Hydraulic Institute)에서는 

1984, 1985년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 다. 타원형완

경사방정식은 천수 역에서 수평흐름을 지배하는 

방정식과 동등한 1차 미분방정식의 곡선형 형태

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양해법에 근거하

여 Nishimura(1983), Watanabe(1984), Warren 

(1985), Copeland (1985) 등의 모형이 발표되었다.

 MIKE21 EMS 모형은 음해법의 ADI방법으로 유

한차분해를 구하는방법을 사용하 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Madsen and Karsen (1987)에 잘 나타내어

져 있으며, 특히 주기 5분 이상의 장주기 와 주

기 30 ~5분 사이의 외 력 (infra gravity wave)

의 수치모의에 효과 이다.

  시간 조화 문제에 효과 인 타원형완경사방정식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1)   
 

여기서  는 속, 는 군속도, 는 수면변  

그리고 ∇은 수평경사 연산자이다.

수입자속도를 분한 형태의  ∗와 ∗를 도입

하면 완경사방정식은 천수에서 수평흐름을 지배하

는 질량과 운동량방정식의 형태와 유사한 1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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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다시 쓸 수 있다.

      
 ∗



 


∗



 







 ∗


∗

 

          (2)

조화시간 변동은(harmonic time variation)은 다음

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  

                 (3)

   의 잔여시간 변동은 해를 찾는 과정(정상

상태를 한 반복)에 기인한 느린 변동이라는 것

에 주목하자. 이것은 랑의 내부발생, 스폰지층의 

흡수, 구조물에서의 반사, 바닥마찰 그리고 쇄 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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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5)

3. 부진동 해석

3.1 실험조건

  일만 신항에 한 부진동 해석은 Fig 1과 같

이 신항의 상태, 1단계, 장래 완공후의 건설 단

계별로 실시하 다. 신항의  상태는 북방 제가 

4,130m가 건설되었으며 어항과 컨테이 부두 4선

석이 축조된 상태이다. 1단계는 북방 제 4,130m, 

남방 제 1300m가 건설된 상태이고, 장래 일만

항 완공 후는 북방 제 4,130m, 남방 제 3,400m

가 건설된 상태이다. 랑특성 조사 상 치는 

어항(P1), 컨테이  부두(P2), 장래확장 정지구

(P3), 수리조선부두(P4)등 4곳으로 선정하 다. 이

들  상태와 1단계의 랑 특성 조사 상 

치는 2곳(P1, P2)이고, 장래는 4곳(P1, P2, P3, P4)

으로 선정하 다. 

 입사 향은 일만항에 가장 큰 출 율을 보이는

NE와 ENE방향으로 설정하 고, 계산시간 간격은 

계산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 외 력 는 0.1sec, 

장주기 는 1sec의 시간간격으로 계산하 다.

 실험 역은 입사 역과 향이 직각을 이루도록 

NE와 ENE방향에 하여 각각 별도로 구성하

고, 크기는 NE와 ENE방향 모두 가로축 10.8km, 

세로축 13.6km이고, 격자간격은 20m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3.2 실험결과

 일만 신항의 부진동 특성을 검토한 결과 어항

(P1))에서만 외 력   장주기  내습시 모두 

공진모드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공진 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진 상이 

ENE 방향의 랑이 내습할 때 더욱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어항(P1)에 한 향별 주

수에 따른 진폭계수의 응답곡선을 Fig.2~4에 나

타내었다.

  상태 어항(P1)의 부진동 특성은 주기 32s~45s의 

외 력   6min~14min의 장주기 에서 매우 

큰 공진 상을 보이며 이때 최  진폭계수는 각각 

외 력 의 경우 35.5s에서 4.7, 장주기 의 경우 

8.6min에서 4.8을 나타내었다. 

 1단계 건설 완료시 어항(P1)에서의 최  진폭계

수는 외 력 의 경우 주기 36s에서 6.35, 장주기

의 경우 7.8min에서 4.2를 보 다. 체인 진폭

계수의 경향은 1단계 축조시 상태보다 진폭계수

가 공진주기 34.5s~36.5s에서만 약간 증가하고 그 

밖의 외 력  주기 에서는 상태보다 감소하 다.  

 장래 신항 완공후의 부진동특성은 외 력 는 공

진주기 32s에서 진폭계수 3.2, 장주기 는 공진주

기 9min일 때 진폭계수 3.7을 나타내어 체 으

로 진폭계수가 1단계보다 감소하 다. 

 



Fig 1 . 부진동 특성 조사 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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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주파수에 따른 진폭계수 응답곡선(현상태,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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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주파수에 따른 진폭계수 응답곡선(1단계,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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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주파수에 따른 진폭계수 응답곡선(장래,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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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항의 부진동 저감 방안

부진동 검토 결과 재 어항은 ENE 방향의 

랑에 하여 외 력   장주기  성분 모두에서 

매우 큰 공진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항내 정온 

확보를 하여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태에 한 몇가지의 방 제 

선형 변경  연장안을 상정하고 수치실험을 통하

여 감방안을 도출하 다. 본 실험에서는 어항을 

출입하는 어선들이 소형선인 을 감안하여 공진

주기 1분미만의 외 력  성분에 한 부진동 

감 책에 을 맞추어 실시하 다. 본 논문에

서는 여러 방안 에서 가장 효과 인 실험안을 

Fig. 5에 도시하 다. 실험안은 어항방 제 250m

구간을 직선으로 선형 변경하고, 추가 으로 

100m 를 연장하 다. 한 항내측 안벽을 에 지 

흡수 구조형식으로 변경하여 주기 30s 이상의 장

주기 랑내습시 반사율을 70%로 유지하도록 하

다.



Fig 5.  저감 방안 실험 평면 배치안

   실험 결과는 부진동 감 ·후에 한 진폭계수의 

응답곡선을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감효과

는 감  공진주기 35.5s에서 최  진폭계수를 나타

내었던 4.70의 진폭계수가 감 후 2.84로 감소하여 

39.6%의 감율을 보 고, 감  공진주기 43.5s 일 

때 3.90의 진폭계수가 1.70로 감소하여 56.4%의 최  

감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6.  감 ·후에 한 진폭계수 응답곡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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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장주기 랑에 의한 일만 신항의 부진동 특성

을 검토한 결과 어항은 상태, 1단계, 장래 신항 

완공후에도 부진동 상이 심하여 이에 한 책

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ENE 랑이 

내습할 경우 공진 상이 매우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어항 이외의 지역은 부진동 상이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일만항 외

곽시설인 북방 제와 남방 제가 개방수역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신항 남북 수역으

로 에 지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어항의 부진동 감 방안 실험에서는 평

면 선형이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항의 공진

주기가 상태와 유사하지만 항 내측 콘크리트 블

록식 안벽구조를 에 지흡수 구조형식으로 치환하

거나 기존 안벽에 에 지흡수 구조물을 추가 설치

하여 외 력  성분인 주기 30s 이상에서 반사율

을 70%로 유지하도록 하면 주요 공진주기 의 진

폭계수 값을 상태 보다 약 40%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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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히 조우하는 울과 풍성 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이상 랑의 

생성가능성에 하여 

On the birth of freak waves due to the nonlinear interaction of swell and wind 

waves crossing each other with finite angle 

조용 1, 홍창배2

 Cho, yong jun 1, Hong, chang bae2

Abstract
Lately, strange waves coming from nowhere even under mild weather condition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along the coast of South Korea. These waves can be characterized by abnormally high run-up height and 

unpredictability, which evoked the imagination of many people. However, how these waves are generated is very 

controversial issue in coastal community of South Korea. In 2006, Shukla numerically shows that extremely high 

waves of modulating amplitude can be generated when swell and locally generated wind waves are crossing each 

other with finite angle using a pair of nonlinear cubic Schrodinger Equations. Shukla (2006) also shows that theses 

waves are propagating along the line, which evenly dissect the angles formed by propagating directions of swell 

and wind waves. Considering that cubic Schrodinger Equations are only applicable for narrow banded wave 

train, which is very rare to find in ocean field, Shukla (2006)’s work are subject to more severe test. Based on these 

view, in this study, first we relax the narrow banded assumption, and numerically study the feasibility of birth of 

freak waves due to the nonlinear interaction of swell and wind waves crossing each other with finite angle using 

more robust wave model, Navier Stokes equation.

1.서론

2008년 보령에서 측된 방 제의 갑작스런 월류로 

인해 우리 연안 공학계에서 본격 으로 논의되기 시작

한 이상 랑은 높은 처오름 높이와 거의 측이 거의 

불가 하다는 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랑은 비교  잔잔한 바닷가에서 

갑자기 비정상 으로 높은 랑이 발생하는 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방 제인근과 서해안일 에서 

측된 바 있다.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 랑의 생성

기작에 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 여러 설이 제기되어 그 진의에 한 논

의가 활발히 진행 이다. 일각에서는 무작  군의 

우연한 단순 첩으로 설명하나 이러한 근이 설득력

을 지니기 해서는 이상 랑의 생성가능성이 모든 해

역에서 동일한 값을 지녀야 하나, 희망  면해역 등 

특정 해역에서 이상 랑이 자주 출 하여 그 강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연안에 상존하는 이안류가 내습하는 군에 해 反流 

(counter current)로 작용하여 랑에 지가 일시 으

로 집 되어 생성된 것으로 설명하는 이도 있으나 이러

한 설명도 앞서 제기한 의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와 더불어 연안에 상존하는 Edge wave, 혹은 surf beat

로 불리는 완만하게 진폭이 변조되는 울에 내재하는 

bound mode의 장주기 랑이 천수의 최종단계에서 

발생하는 쇄 로 인해 free mode로 방출되면서 굴 로 

인해 원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해안인근 해역에 포

획된 trapped mode의 edge wave와 동일한 것으로 보

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Shukla (2006)는 술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새

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이상  해석은 새로운 기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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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단된다. Shukla (2006)는 연안 해역에는 언

제나 그 듯 원역에서 진행되어온 울이 상존하며 이 

울이 국지 으로 생성된 풍성 와 비스듬히 조우하

는 경우 불안 한 동계의 특성으로 각각의 진행방향

이 이루는 각을 둘로 나 는 방향으로 진폭이 격히 

변조하는 군이 형성되며 이 때 고는 수배 증가한다

는 것을 수치 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이상 랑의 특성과 상당히 근 한다. 

이 연구에서 Shukla (2006)는 비선형 cubic schro 

dinger Eq. 에 기 하여 비스듬히 조우하는 두 개의 

군에 한 분산 계식을 유도하고 두 개의 군에 첩

된 미소한 교란 의 성장율을 수치 으로 제시하 으

며, Shukla (2006)에 거하면 술한 성장률은 교란

의 진행 향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며 교각이 25°인 경

우 성장률은 정 에 이른다. 그러나 비선형 cubic 

schrodinger Eq. 은 랑에 지가 역에 분포하는 

군에만 용되나 실해역의 측되는 다수의 군

은 역 분포를 추종한다는 사실에 상기하면 Shukla 

(2006)의 가설은 보다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Shukla (2006)가 수

행한 역 분포라는 가정을 해제하고 보다 일반 인 

해양환경에서 비스듬히 조우하는 두 개의 군의 비선

형 상호작용에 의한 이상  형성 가능성에 해 규명하

고자 한다. 

2.이상파랑 생성기작에 대한 기존의 성과

그 동안 진행된 이상 랑에 한 부분의 연구는 

inverse scattering method로 분이 가능하다는 용이

함으로 인해 비선형 cubic schrodinger Eq. 에 기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기술하는 경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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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kla (2006)는 동계의 붕괴는 본질 으로 공직

선상이 아닌 평면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유

한한 각도로 조우하는 무작  군의 상호작용에 의한 

랑의 성장이 이상  형성에 보다 한 계를 지닌 

것으로 단했다. 이어 Shukla (2006)는 진폭에 작은 교

란 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Ω                                        (3)

 식 (1)과 (2)로부터 분산 계식을 유도하 으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Ω Ω 
× Ω Ω  Ω                                                                              (4)

여기서 Ω,Ω,Ω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Ω   
Ω   
Ω   

술한 비선형 분산 계식으로부터 의각주 수Ω는

진폭 ,  각 랑의 진행 방향  , 성분 랑의    

방향 수  에 종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Ω가 허수 

값을 지니는 경우 교란 는 지수 으로 성장하여 동

계는 불안정해지며 Im[Ω]로 정의되는 교란 의 성장율 

등고선도를 (  ) 평면에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Unstability diagram of single wave and two waves 
crossing each other with finite angle round

Fig. 1의 좌측에는 단일 랑의 경우로 Benney 와 

Roskes (1969)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즉, Bejamin 

Feir instability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우측에 도시된 

두 개의 랑이 2θ의 각도로 조우하며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차이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단일 랑의 경우, 주 향과 45° 내외의 각를 

이루며 근하는 교란 의 성장률이 상 으로 크나 

두 개 랑의 경우는 교각을 둘로 나 는 방향 

(dichotome)에서의 교란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크다. 

둘째, 교란 의 성장률 한 단일 랑의 경우에 비

해 2~3배 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천수과정의 굴

로 랑은 연안과 직각 방향으로 배열되며 따라서 

울과 국지  랑의 교각을 둘로 나 는 방향은 연안과 

직각으로 정배열 된다. 한 높은 성장률은 Shukla 

(2006)로 하여  성분 랑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이 이

상  성장기작으로 유추하도록 한 논리  근거로 보인

다. 그러나 비선형 cubic schrodinger Eq. 은 multiple 



scale method라 불리는 섭동법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약 비선형 분산 계식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

면 술한 Shukla (2006)의 추론은 실해역에서 측되

는 역에 분포하는 강비선형의 불규칙 군에 용

하기에는 무리라 단된다. 

3. 수치모형

3.1 동수역학모형
역에 분포하는 경우 불규칙 군은 가장 강건한 

동수역학 모형인 Navier Stokes Eq. 과 질량보존 식에 

기 하여 해석되어야만 하며, Navier Stokes 식과 질량

보존 식을 고정 계산망에서 고형물의 기하학  특성을 

기술하기 한 부분면  계수와 부분체  계수, 와 

를 활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Fig.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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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도, 는 유속, 는 부분 유체 함수로 

유체 내에서는 일의 값을 지니며 그 지 못한 경우 

의 값으로 수렴된다. 자유수면을 지니는 검사체 에서 

평균을 취하는 경우 부분 유체함수는 과 일 사이의 

값을 지니며 계산망을 통해 유체가 유동하는 경우 시공

을 통해 상이한 값을 지니게 된다. (5)과 (6)에 기술된 동

수역학 모형은 정교한 수치기법인 VOF (volume of 

fluid) 기법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하 다. 

Fig.2 Schematic showing the calculation of area and 
volume fraction coefficients, Af and Vf for solid object 
(shadedarea) imbedded in a rectangular grid.

3.2 numerical wave tank

수치모의는 304m x 248인 삼차원 수치수조에서 수

행되었으며 수치수조의 경계에는 수치 반사를 최소화

하기 해 경사가 1:2인 사면을 거치하여 쇄 를 강제

하 다.  

 Fig.6 Layout of numerical wave tank 

3.3 불규칙 파군의 조파 

JONSWAP (the Joint North Sea Wave Project) 스펙

트럼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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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첨두 주 수, 는 첨두 증강계수, 는 

Phillips 계수를 나타낸다. 실해역의 경우 는 1~6 사

이, 는 0.0081~0.1사이에 분포한다. 와 가 각각 1

과 0.0081의 값을 지니는 경우는 완 히 발달된 풍성

군에 해당되며 조 수조의 경우는 이보다 큰 값이 측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수치수조를 고려하여 

  ,   ,   의 값을 차용하 다. 

비스듬히 조우하는 무작  열의 역폭이 이상

랑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무작  

열이 JONSWAP 스펙트럼을 추종한다는 가정을 토

로 조 의 시계열 자료는 Random phase method

를 사용하여 모의하 으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먼  target wave height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

는 JONSWAP 스펙트럼을 선택한 성분 랑의 수 N 만

큼 등간격,  , 으로 분할한다. 

   B.  선택된 i번째 성분 랑의 고,  , 를 다음

과 같이 산출한다.

 
 ∆×∆ ,   

    ∆   ⋯        (9)

C.  piston 형태 조  stroke의 스펙트럼 
은 

Bisel (1957)의 환함수에 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0)



여기서 H는 고, So는 조  stroke, k는 수, h는 

수심을 각각 나타낸다. 

D.  이어 Nyquist 주 수   보다 작은 주 수를 지

니는 성분 랑에 해 총 N개의 복소수 Fourier 계수

    를 산출하며 이 때 A와 B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12)

여기서 는 0과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무작  변량으로 i번째 성분 랑의 상을 나타낸다.  

E.  Nyquist 주 수 보다 우월한 주 수 성분 랑

에 해서는  단계에서 산출한 Fourier 계수의 mirror 

image를 투 한다. 

 
   ⋯여기서 윗첨자 *는 

complex conjugate을 나타낸다.

FC에 한 Inverse Fourier transform 을 수행하여 

Wave paddle 치에 한 시계열 자료 X(t)를 산출한

다. 

             (13)

Fig.6 Time series of randomly simulated wave paddle 
displacement  

4. 수치결과 

역 분포라는 가정이 해제된 보다 일반 인 해양

환경에서 비스듬히 조우하는 두 개 군의 비선형 상호

작용에 의한 이상  형성 가능성을 규명하기 해 수치

모의를 수행하 다.  42.9 , 43.2 , 43.8 , 44.2 에서 

조우하는 두 개 군의 교각을 둘로 나 는 방향으로 

상당히 큰 진폭의 랑이 형성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

난다. 

27.3s                                   31.2s

38.2s                                       38.5s

38.9s                                       39.7s

42.9s                                       43.2s

43.8s                                      44.2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Shukla (2006)가 수행한 역 분포

라는 가정을 해제하고 보다 일반 인 해양환경에서 비

스듬히 조우하는 두 개의 군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

한 이상  형성 가능성에 해 규명하 다. 

역에 분포하는 경우 불규칙 군을 해석하기 

해 가장 강건한 동수역학 모형인 Navier Stokes Eq. 과 

질량보존 식에 기 하여 수치해석하 다.

모의결과 조우하는 두 개 군의 교각을 둘로 나 는 

방향으로 상당히 큰 진폭의 랑이 형성되는 것을 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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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랑변형 유한요소모형에 용 가능한 원호형 조 함수 개발

Source Functions for 2D Finite Element Model of Wave Transformation 

on an Arced Band 

김건우1, 이창훈2, 정태화3, 이명은4

 Gunwoo Kim1, Changhoon Lee2, Tae-Hwa Jung3, Myung Eun Lee4

1. 서     론

랑변형식에서 조 경계에서 입사한 랑에 지

가 계산 역 내부에서 반사하여 조 경계를 통해 모

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내부조  기법이 

사용되어 왔다. 내부조 기법은 외해 경계에 치한 

에 지 감쇠 와 함께 사용되며, 계산 역에서 반사

된 가 조  띠를 통과하여 에 지 감쇠 에서 소멸

되어 계산 역 내부에 에 지를 축 시키지 않으면

서 조 가 가능하다. 

내부조 기법으로 2차원 평면에서 비스듬히 입

사하는 를 조 하는 경우에는 축과 축에 평

행한 2개 이상의 조 구간이 필요하다. 이 조

역은 각각의 방향으로 무한히 분포하지 않으며, 

교차 역에서 불연속으로 인한 회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Lee and Yoon 

(2007)은 계산 역을 둘러 싼 원호형의 조 구간

을 구축하여 내부조 기법을 개발하 다. 최근 김

건우와 이창훈(2010)은 Gaussian 형태의  조 함

수를 사용하여 확장 Boussinessq 방정식에 용가

능한 원호형 조 함수를 개발하 다. 이들의 원호

형 조 기법은 직교하는 두 조 함수를 부드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조 함수가 여러 격자에 분

포하기 때문에 유한요소격자에도 쉽게 용이 가

능한 장 이 있다.

지 까지 부분의 내부조 기법은 시간의존식에 

해서 개발되어 왔다.  Bellotti et al.(2003)이 타원형

완경사방정식에 용 가능한 delta 함수 형태의 원천

함수를 제시하고 유한요소모형에 용한 바 있으나, 

조 함수가 삼각형 요소의 한 변에서 정의되었기 때

문에, 일반 인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에 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으며, 비스듬히 입사하는 에 한 고려

도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에도 용 가

능하도록 원호형으로 연결된 Gaussian 형태의 조

함수를 사용하여 규칙 에 한 타원형 확장 완경사

방정식과 불규칙 에 한 곡선형 확장 완경사방

정식에 용 가능한  원호형 조 함수를 개발하 다. 

2. 원호형 내부조파 이론

2.1 타원형 확장 완경사방정식
  원천함수 를 포함한 확장 완경사방정식
(Chamberlain and Porter, 1995)은 다음과 같다.

∇⋅∇
 ∇∇  

                 (1)

여기서, 과 는 각각 고차의 수심효과를 나타낸

다. 그리고, 는 수면변 , 와 는 각각 의 상

속도와 군속도를 의미하고, 는 력가속도, 는 

수이다. Kim et al.(2006)은 Gaussian 함수를 포함한 

Helmholtz 식의 특수해를 조 하고자 하는 와 비

교하여, 축과 축에 수직하게 놓인 조 띠에서 원

천함수 를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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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는 각주 수,  

 는 조 하고자 하는 

의 수면변 , 는 향선이 축과 이루는 각, 와 

는 조 띠의 심선의   좌표와  좌표, 는 조

함수의 폭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이다. 이를 원호상에 

치한 조 띠에 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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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은 각각 의 주 진행방향(축 방향)

을 심으로 우측과 좌측에 놓인 원호형의 조 함수

를 의미한고, 는 원호의 법선이 축과 이루는 각이

다(Fig. 1).

(a)                       (b)     

Fig.1 Source functions on an arced band in unstructured 

grid system: (a)  , (b)   .

2.2 쌍곡선형 확장 완경사방정식
  원천함수 를 포함한 곡선형 확장 완경사

방정식(Lee et al., 2003)은 다음과 같다. 

∇⋅∇∇∇

∇⋅


∇

 






∇


∇


 

                                              

                                                                                                  (6)

여기서, 계수 에 bar를 붙인 것은 그 계수가 표 각

주 수 에 응하는 표 의 계수를 의미하고, 

는 수면변  와  의 계가 있다. 

Kim et al.(2006)은 축과 축에 수직하게 놓인 조

띠에서 원천함수 를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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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원호상에 치한 조 띠에 용하면 조 함수

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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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실험

유한요소 격자망에서 곡선형 내부조 의 유효성

을 검토하기 해 일정수심에서 하는 랑에 

해서 수치실험을 수행하 으며, 원기둥 주 에서의 

산란 에 한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연립방정식 



계산을 수월히 하기 해 FRONTAL solver(Irons, 

1970)를 사용하 다. 격자망 생성을 해 Persson 

and Strang(2004)가 제공하는 MATLAB 함수인 

Distmesh로 삼각형 격자망도를 작성하 다. 본 논문

에서는 타원형 식의 해를 제시하 으며, 곡선형 식

의 해는 학술발표회에서 제시할 정이다. 

3.1 조파실험

 Fig.2에 직교하는 직선형 조 띠를 원호형으로 연

결한 계산 역을 도시하 다. 계산 역은 10L×

10L(L은 장)의 내부 역과 모든 방향의 외부에 4L 

두께의 스폰지 층으로 구성된다. 바깥쪽 스폰지 층은 

입사 의 거의 모든 에 지를 흡수하 다. 조 역

의 심선은 스폰지 층에서부터 0.5L 만큼 떨어진 거

리에 있다. 원호의 곡률반경을 5L 로 두었으며, 수면

변  진폭의 오차를 역 내부 정사각형 구간에서 측

정하 다. 상 오차를 값으로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1) 

여기서 과 는 각각  진폭의 측값과 목표값

이다. 의 주기는 10 , 상 수심은   의 천

해이고, 간 최소간격은 이다. 45도로 입사

하는 경우의 무차원화된 고의 분포를 Fig. 3에 나타

냈다.  원호형 조 함수 띠에서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

았다. Fig. 4에는 입사각 별로 계산된 상 오차의 평

균치와 최 치를 도시하 다. 평균오차는 90° 입사의 

경우에 최 (약 0.08) 으며, 44°에서 최소(약 0.007)

다.  

sponge layer

6L

6L

4L

2.5L

4L

4L

x

test area

y

θ
wave

1.5L

1L

4L 1L 3.5L

5L

Fig. 2. Computational domain

Fig. 3. Normalized wave amplitude for   

 

Fig. 4. Mean and maximum values of relative error 

versus incident wave direction

3.2 원주에 의한 산란파 실험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를 사용하는 유한요소 랑모

형은 유한차분 모형에 비해서 경계의 형상을 잘 재

하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원주에 의한 

산란 를 재 하여 내부조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

한다. 단일 원주에 의한 산란 에 한 해석해는 

MacCamy and Fuchs(1954)가 다음과 같이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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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서,  는 원주의 심을 원 으로 한 원통좌

표계, 은  이면,   이고, 이면,   인 

Neumann 기호, 은 일종 Bessel 함수, 
은 

Hankel 함수, 는 원주의 반경이다.



 

Fig. 5. Computational domain

Fig. 5에 계산 역을 도시하 다. 계산 역의 심

에 반경이 L인 원주를 배치하고, 계산 역은 8L×8L

으로 하 다. 45도 입사각으로 조 하 으며, 입사방

향을 따라서 A-A', 이에 수직으로 B-B'의 두 단면에서 

해석해와 수치해를 Fig. 6에 비교하 다. L/10 크기

의 삼각형 격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불충분

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정확하게 산란 가 재 됨

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analytic and numerical solution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격자를 사용하는 

유한요소모형에서 Gaussian 형태의 원천함수기법을 

사용하여 원호상에서 내부조 하는 방법을 개발하

고, 타원형 확장 완경사방정식의 유한요소모형으

로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원호형으로 연결된 조

띠에서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주에 의한 산

란 도 잘 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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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조석 의 천해 소산  비선형 천해 변환

Dissipation of wind and tidal waves and 

 non-linear shallow water transformation

이동 1( 국해양 학/한국해양연구원), 

윤종주2(한국해양연구원),  최진용3(한국해양연구원)

     연안에서 풍 와 조석은 여러 응용에 요한 요소로 그 정확한 추산이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수치 모델의 발 으

로 수심의 향이 은 해양에서의 측은 비교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안으로 진행함에 따라 천해 변환으로 그 특성이 

달라져 그 추산에 상당한 오차를 보일수 있다. 수심의 향으로 조석 와 풍 의 스펙트럼의 천해 변환 특성, 특히 천해 마

찰 소산에 의한 풍 와 조석 의 변환에 해 집 으로 분석하고 비교 평가했다. 해  마찰 소산에 의한 풍  스펙트럼의 

변환은 그 추산에 있어서 선형화하는 과정과 그리고  조석, 해일에 의한 흐름의 향에 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조석

는 연안에서 이류항  해  마찰 소산항 등 비선형항에 의한 성분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많은 천해 조석 의 생성 과정

에서 해 마찰의 향을 고려하는데의 문제 에 해 분석하고 아울러 풍 와 조석 간의 상호 작용의 향도 분석했다. 

     조석 와 풍 의 천해 변환 과정을 먼  해석 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장 측 자료 분석  수치 실험에 의해 

풍 와 조석  스펙트럼의 천해 변환 특성을 분석하고 더욱 정확한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장 측 

자료는 랑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포항, 화진, 만리포 등 여러 장 실험 자료가 많이 확보되어 이의 분석에 근거하 다.  

조석의 장 측 자료는 장기 으로 안정 인 자료를 확보하기 해 부분이 랑의 향이 은 항내의 국지에 치하

고 있고 국지 향이 은 외해에서는 성 측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간의 연속 인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었는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근래에 랑 측 시스템을 운 하면서 거거, 후포뱅크, 제주해  등 국지 향이 은 트

인 해상에서 수압식 고 조 계에 의한  연속 해면 측 자료가 축 되어 이를 DMI의 정  기상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내삽하여 기압 향을 보정하여 이용하고 해양조사원의 검조소에서 측된 연안 국지의  해면 자료와 같이 이용했다.  수

치 모델은 동북아시아  지역해를 모두 포함하면서 연안을 따라서는 검조소가 치한 항내의 국지 상까지 취 하는데 

용이한 Unstructured grid 모델로 FVCOM 모델을 이용했다. 해  마찰 소산의 평가를 해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을 동

시에 활용했다.   풍 와 조석 의 천해 변환을 해석 , 장 측 자료 분석을 통해, 그리고 수치 실험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 평가한 것을 소개하고 이를 비탕으로 더욱 정확한 연안 랑  조석 산출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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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장치에 의한 단주기  장주기 랑의 제어

Wave Control of Short-period and Long-period Waves by Resonator

범성심1, 김도삼2, 최낙훈3, 박종배4, 안성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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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과 2004년 12월 인

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 등 최근 세계 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  지진해일에 의해 막 한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한, 외해로부터 항구를 통하여 입사하는 장주기 의 주

기가 항만의 고유진동주기와 같거나 비슷할 때 공진 상을 유

발시켜 비정상 인 랑진폭을 나타내게 되며, 부진동

(Secondary undulation)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부진동 상으

로 인하여 발생된 하역, 선 작업의 단은 항만가동율의 

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계류삭이 단되는 

피해를 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 제  항만에 Nakamura et al. 

(1996; 1998)이 제안한 Fig. 1의 공진장치를 부착하여 부진동과 

지진해일과 같은 장주기   단주기 를 제어하는 공법을 검

토한다. 단주기 랑해석에는 연직선 Green함수에 기 한 특

이 분포 을, 고립 (지진해일 )에 해서는 3차원수치

동수로를 이용하는 3차원혼상류해석법을, 장주기 에 의한 

부진동해석에는 2차원타원형완경사방정식을 기 로 한 유한

요소모델인 상용소 트웨어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의 CGWAVE MODULE(Demirbilek and Panchang, 

1998)을 각각 용하여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실험결과와 

비교․분석하고, 동시에 단주기 랑, 장주기 에 한 공진장

치의 제어능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수치해석의 결과

2.1 공진장치에 의한 단주기파랑의 제어
Fig. 2는 L=220cm, B=440cm,   , ==40cm를 갖

는 Fig. 1(a)의 공진장치를 방 제에 부착한 경우에 해 수심 

h=60cm, 주기 T=1.75s의 단주기 랑을 입사시킨 경우에 

지 에서 의 진행방향으로 거리의 변화에 따른 무차원 고

분포  (H는 임의지 에서 고, 는 입사 고)를, Fig. 3

은 L=220cm, B=440cm,   , =40cm를 갖는 Fig. 1(b)

의 공진장치를 항만에 부착한 경우에 해 Fig. 2와 동일한 조

건하에 수치해석을 수행한 경우에 각각 해당한다. 동일한 조

건하에서 방 제에 공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후

역에서 무차원 고가 큰 경우에 1.1정도의 값을 나타내지만 

공진장치를 부착함으로서 무차원 고를 0.5이하로 감소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만에 공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후역에서 무차원 고가 큰 경우에 2.5정도의 값을 

나타내지만 공진장치를 부착함으로서 무차원 고를 0.1정도

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공진장치

가 있는 경우에 공진장치 면의 개구부에서 회 상으로 유

입된 랑에 지가 공진장치 내부로 확산되고, 더불어 내부에 

포획되면서 항내․외로 랑에 지의 분산이 동시에 발생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되는 랑에 지와 유입하는 랑

에 지의 첩에 상차가 존재하고, 항내로의 유입에 따른 

회 상으로 항내에서 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

다. 결과 으로 공진장치를 부착함으로서 기존방 제와 항의 

배후역으로 달되는 단주기 랑에 한 큰 제어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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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eakwater (b) Harbor
Fig. 1. Sketch of wave resonator.

Fig. 2.  Spatial distric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 along 
            center of y in breakwater.

Fig. 3. Spatial distric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 along 
            center of y in Harbor.

(a) =2.33cm

(b) =5cm

(c) =10cm

(d) =15cm
Fig. 4. Spatial distriction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 along 
            center of y.

2.2 공진장치에 의한 고립파의 제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수치 동수로는 항만의 경우 길

이 1260cm, 폭 1000cm, 높이 1500cm의 크기를 , 방 제의 경우 

길이 1340cm, 폭 1000cm, 높이 1500cm의 크기를 가지며, 두 경

우 모두 공진장치는 조 지 으로부터 550cm 이격된 지 에 

배치하 으며, 공진장치의 제원은 Fig. 1(a), (b)와 동일하게 설

정하 다. 두 경우 모두 수심 h=60cm, 고립 의 입사 고 

는 2.33cm~15cm로 변화시켰으며, 단주기 랑을 입사하여 수

치해석한 경우와 동일한 조건인  지 에서 의 진행방향

으로 거리의 변화에 따른 무차원 고분포 를 검토하

다. Fig. 4(a)~(d)는 고립 의 입사 고 를 2.33cm~15cm로 

변화시킨 경우 방 제와 항만에서 공진장치의 유무에 따른 무

차원 고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방 제와 항만 두 경우 모

두 공진장치가 부착되었을 때 무차원 고가 감소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공진장치의 부착으로 인한 

랑에 지의 포획으로 항내에서의 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결과 으로 공진장치를 부착함으로서 기존방

제와 항의 배후역으로 달되는 고립 에 한 큰 제어능을 

확인할 수 있다. 

2.3 공진장치에 의한 부진동의 제어
2.3.1 SMS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SMS로부터 얻어지는 공진장치의 제어능에 

한 타당성을 확립하기 하여 Fig. 5에 나타나는 직사각형

의 모델항만에 해 선형 이론에 기 한 Ippen and 

Goda(1963)의 해석해와 Ippen and Goda(1963), Lee(1969)의 

실험치를 해 마찰을 고려함과 동시에 완 반사조건을 용

한 SMS에 의한 수치해석결과와 비교한다. Fig. 6은 Lee(1969), 

Chen(1986)이 제안한 수 k와 모델항만길이 l의 무차원값 kl

을 용하여 SMS를 이용한 수치해석결과와 Ippen and 

Goda(1963)의 해석해와 Ippen and Goda(1963), Lee(1969)의 

실험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마찰계수를 고

려하지 않았을 경우 무차원 kl이 1.3일 때 Ippen and 

Goda(1963)의 해석해와 SMS의 수치해석결과는 증폭비 

 (는 측정지 에서의 진폭)가 략 8과 9의 값을 나타

내어 략 1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체 으로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찰계수를 0.15로 고려하 을 경우의 

SMS에 의한 수치해석치는 Ippen and Goda(1963)와 

Lee(1969)의 수리실험치와 체 으로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7. Variation of wave height according to change of length of 
           resonator.

Fig. 8. Variation of wave height according to change of width of
           resonator.

Fig. 5 Sketch of model harbor and measuring point

 

Fig. 6. Comparison of wave height between numerical results and 
existing ones.

2.3.2 모델항만에서 부진동의 제어

직사각형의 모델항만에서 공진장치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하여 Fig. 5에 나타내는 모델항만의 입구부에 공진장치를 

부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 형상은 Fig. 1(b)에 나

타낸 것과 동일하다. 그림에서 L은 공진장치의 길이를, B는 공

진장치의 앙부폭을 각각 나타내며, 공진장치의 길이 L과 공

진장치의 앙부폭 B의 변화폭은 정 등(2010)에 의해 제안되

었던 제원과 동일한 제원을 사용하 다. 실제 부진동 상을 

재 하기 해 모델항만의 검증에서 Ippen and Goda(1963)와  

     Lee(1969)의 실험치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한 마찰계수 

  를 용하 다. Fig. 7은 공진장치의 길이 L의 변화가 

무차원증폭비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공진

장치의 앙부폭 B를 0.2204m로 고정하고 공진장치의 길이 L

을 0.02m~0.2m로 변화시킨 경우에 kl에 따른 무차원 폭비를 

나타낸 결과이며, Fig. 8은 공진장치의 길이 L을 0.12m로 고정

하고 공진장치의 앙부폭 B를 0.0604m~0.3004m로 변화시켜 

kl에 따른 무차원증폭비를 나타낸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마찰을 고려하 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마찰에 의한 

최 증폭비의 차이를 제외하면, 두 경우 모두 공진장치의 길

이 L이 길어질수록 공진장치가 없을 경우의 최 증폭비를 

하게 감소시키고, 공진장치의 앙부폭 B가 넓어짐에 따라 

최 증폭비가 약간 감소하나 공진장치의 길이 L의 변화에 따

른 차이보다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두 경우 모두 최

증폭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kl이 1.3보다 작은 값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3 포항신항에서 부진동의 제어

수치해석을 한 계산 역과 입사 향은 Fig. 9와 같이 

일만 역을 상으로 NE(225°)방향으로 설정하 다. 간

격은 50m로 구성하고, 공진장치를 포함하는 포항신항내측은 

5m~25m의 간격으로 구성하 다. 입사 주기 는 

60s~700s, 입사진폭 는 0.5m, 항내반사율은 완 반사에 가

까운 0.99, 항외반사율은 0, 마찰계수 은 0.14로 설정하 고, 

측정지 은 Fig. 10과 같이 포항신항내의 7부두와 8부두 사이

의 최내측 앙지 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진장치

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해 정 등(2010)에 의해 제안된 공진장

치 배치안을 용하 으며, Fig. 11에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마찰계수 = 0.14 를 고려하 을 경우 각각의 배

치안에 한 입사 주기에 따른 입사 고와 최 고의 증폭

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상태는 주기 140s, 170s에서 입사

고 이상의 증폭 상을 나타내었고, 주기 270s에서는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증폭비가 6이상 큰 값을, 마찰을 고려하

을 경우 증폭비가 2.8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제 2 제제를 

제거한 Fig. 11(a)는 주기 120s, 140s에서 증폭 상을 나타내었

고, 주기 260s에서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증폭비가 약 5

정도의 값을, 마찰을 고려하 을 경우 2.3정도의 값을 나타내

었다.  상태와의 비교로부터 제2 제제에 의해서 항내의 증

폭 상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b), (c)는 

상태에서 최 증폭비를 나타내었던 주기 260s에서는 

히 감소하고, 주기 350s에서 증폭비가 2이상으로 증폭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d)~(f) 한 상태에서 최 증폭

비를 나타내었던 주기 260s에서는 히 감소하고, 각각 

340s, 370s, 380s에서 2 이상의 증폭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상태의 경우는 제 2 제제를 제거한 

경우보다 큰 증폭 상을 나타내어 제 2 제제의 제거에 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 8부두에 공진장치를 부착함

으로서 계류선박의 장주기동요를 일으키는 주기 인 



Fig. 9. Finite element meshes 
          applied to numerical 
          simulation.

Fig. 10. Measuring point of 
            wave height.

 (a) no inner   
    breakwater (b) resonator 1 (c) resonator 2

(d) resonator 3 (e) resonator 4 (f) resonator 5
Fig. 11. Schematics of resonator type.

(a) 

(b) 
Fig. 12. Effectiveness of resonator system according to variation of   
              wave period.

30s~300s의 범 를 벗어나서 증폭 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박의 하역․선 작업의 단에 한 

문제 을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 제  항만에 공진장치를 부착

하는 공법을 용하여 기존의 수치해석결과  실험결과와 비

교․분석하고 동시에 단주기 랑과 장주기 랑에 한 공진

장치의 제어능을 검토하 다. 이로부터, ① 공진장치의 배후

역과 공진장치가 없는 경우의 배후역을 비하면서 공진장치

의 제어능을 검토하여 단주기 랑과 고립 에 한 제어에 탁

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Ippen &Goda(1963),  

Lee(1969)의 해석해와 수리실험치와 본 수치해석의 결과를 비

교․분석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으며, 마찰계수에 

한 값의 타당성 한 검증하 다. ③ 모델항만에 용된 공

진장치는 공진장치의 길이 L과 앙부폭 B를 히 조 함

으로써 장주기 에 의한 부진동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포항신항내에서 300s 이내에 발생하는 

 상태의 부진동 상을 Fig. 11의 배치안을 용함으로서 부

진동을 차단하고, 300s 이후로 최 고증폭비의 상을 이동

시킴으로써 300s 이내의 계류선박의 이상동요를 발생시키는 

장주기 를 효율 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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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식 방 제 에 피복된 테트라포드의 안정성 공식

A Stability Formula for Tetrapods Armored on Mound Breakwater

강진성1, 서경덕2, 김승우3

 Jin Sung Kang1, Kyung Duck Suh2 and Seung Woo Kim3

1. 서 론

테트라포드는 경사식 방 제의 사면 에 피복되는 

피복석으로 오늘날 가장 리 사용되는 인공소 블록

들  하나이다. 테트라포드의 쓰임이 확산되면서 그 

정 량을 산정하기 한 연구가 지난 반세기 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Hudson (1959)은 테트라포드가 이 층으로 피복된 경

사식 방 제에 한 규칙  실험을 수행하여 안정수  

공식을 제안하 다. Van der Meer (1988)는 고와 주

기, 의 지속시간과 상 피해를 고려하여 불규칙  실

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로부터 안정수 공식을 제안하

다. 그러나 그는 형경사가 완만한 쇄기  (surging 

waves)의 랑조건을 사용하 고, 한 가지 방 제 단면

을 용함으로 방 제 사면의 경사각을 변수로 고려하

지 않았다. De Jong (1996)은 형경사가 한 권  

(plunging waves)의 랑조건을 사용한 수리실험을 통

해 Van der Meer (1988)와 유사한 경험공식을 제안하

다. 그는 추가 으로 방 제의 마루높이(crest 

height)와 packing density를 고려하 으나, 역시 한 가

지 단면만을 용하 다. 한편, Hanzawa 등 (1999)은 

이슨 면에 사석 없이 테트라포드만 난 된 소 블

록 피복제에 하여 Van der Meer (1988)와 유사한 경

험공식을 제안하 다. 하지만 그의 연구 역시 한 가지 

사면과 한정된 랑조건을 사용하여 그 용성에 제약

이 따른다.

  테트라포드의 정 량을 산정하기 해서는 다양

한 해역의 랑조건과 사면의 경사각이 고려된 경험공

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던 Van der Meer 

(1988)와 De Jong (1996)의 공식은 사면의 경사각이 

1:1.5인 하나의 단면에 해서만 용이 가능하고, 각각 

쇄기 와 권 의 랑조건에서만 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로부터 쇄기 와 권  모두에서 용 가능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사각에도 용이 가능한 새로운 안정

수(

) 공식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공식의 용성

을 알아보기 해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기존 연구자들

의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해 본다. 한, 일치지수와 변

동계수를 계산함으로 제안된 공식이 가지고 있는 정확

성과 불확실성을 정량 으로 확인해 본다. 

2. 실 험

2.1 실험장비 및 모형

실험은 서울 학교 수리해안실험실에 설치된 이차

원 조 수조에서 수행되었다.  수조는 36 m 길이, 1.2 m 

높이, 1.0 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조의 양 끝에는 

규칙 와 불규칙 가 모두 조  가능한 이차원 피스톤 

타입 조 기와 반사 를 흡수하는 소 이 설치되어 

있다. 수조는 폭 방향으로 이분할 되어있어 한쪽에서는 

모형을 설치하여 실험을, 다른 한쪽에서는 고계를 설

치하여 고 측을 수행하 다. 실험모형은 천수효과

를 주기 한 1/25 경사의 20 cm 바닥 에 조 으로

부터 25 m 이격되어 설치되었다. 랑은 세 개의 고

계를 이용하여 측하 고, 서 등 (2001)이 개발한 입․

반사  분리기법을 사용하여 분리된 입사 만을 분석

에 사용하 다.

테트라포드는 분할된 0.6 m의 실험 수로 내의 경사

식 방 제 에 2층으로 난 되었으며, 공칭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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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cm, 도(

) 2.3 g/cm³, 량() 150.5 g으로 제

작되었다. 여기서 양 측벽에 하고 있는 테트라포드는 

맞물림 효과(interlocking)가 상 으로 게 작용하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양 측벽의 테트라포드를 단단

히 고정시킨 후 상 피해의 계산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방 제 경사각은 = 1.33, 1.5, 2.0의 세 가지 사면을 

용하 고, 수심은 방 제 면에서 0.4 m, 수조 바닥

에서 0.6 m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는, 유

의 고가 약 18 cm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의 월

(overtopping)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Fig. 1.은 경사각

이 1:1.5인 경우의 실험단면이다. 

Fig. 1. Cross section of breakwater(  )

2.2 실험조건 및 방법

쇄기 와 권 를 모두 포함하는 랑조건을 구성하

기 해 형경사 (

)를 0.1 ~ 0.6 사이로 용하 다. 

유의 고 (

)는 9 cm부터 19 cm까지이며, 유의주기 

(

)는 1.59, 1.96, 2.48, 2.99 s 4 가지가 용되었다. 한 

유의주기 당 서로 다른 5 가지의 유의 고를 용하여 

20 가지의 랑조건을 선정하 고, 이를 경사각이 서로 

다른 3 가지의 모형에 용하여 총 60 가지의 수리실험

이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불규칙  스펙트럼은 

Modified Bretschneider-Mitsuyasu spectrum (Goda 

2000)으로, 이는 Pierson-Moskowitz spectrum과 같다.

랑 측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조 으로부터 

12 m 이격된 수조 바닥 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실

험 모형은 1/25 경사의 마운드 에 설치되어 입사 랑

은 천수변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천수효과를 고려하

기 해 랑이 측되는 지 과 모형이 설치되기  

그 치에서의 실험 조건 별 랑자료를 취득하여 천수

계수를 산정하 다. 

매 실험은 테트라포드가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랑을 단시간 입사하여 테트라포드의 맞물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 후에, 본 랑을 조 하여 1000  입사 

후, 그리고 3000 가 입사되는 시 까지의 피해를 측

하 다. 피해의 측은 육안으로 수행하 으며, 1000

와 3000  입사 시의 피해를 사진과 동 상으로 기록하

다. 테트라포드의 피해는 테트라포드가 원래 피복되

어있던 치에서 한 공칭직경 이상 이탈 시 는, 잠시 

이탈되었다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거나 180ﾟ이상 회

하는 경우를 모두 피해로 간주하 다. 한, 한 실험이 

끝나면 테트라포드는 모두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여 다

음 실험을 수행하 다.

3. 결 과

3.1 실험결과 분석

유의 고와 유의주기는 실험 시 측정된 랑 자료의 

스펙트럼을 분함으로 계산되었고, 상 피해(

)는 

비교  작은 입사 고에 해서는 테트라포드의 맞물

림 효과가 의 외력에 한 항력을 높여주었으나, 

고가 증가하여 어떤 임계값을 넘어서게 되면 그 피해

가 격하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고의 증가에 의한 

피해양상의 한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Damage curve for =1.33, 

=1.59s

의 지속시간 (입사 의 개수)이 증가할수록 안정

수는 감소하 고, 유의주기는 안정수에 비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더 큰 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같은 고에 하여 주기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어짐

을 의미한다. 

surf-similarity parameter()는 랑의 쇄 형태를 

경정하는 변수로 CEM(Coastal Engineering Manual 

2003)에 따르면 그 값이 3.5를 기 으로 크면 쇄기 , 작

으면 권 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38 가지의 쇄기

 조건과 22 가지의 권 조건이 사용하 다. Van der 

Meer (1987a)는 그의 사석에 한 실험연구에서 

surf-similarity parameter에 한 안정수의 변화가 쇄

기 와 권 의 역에서 양상이 하게 다르게 나타

남을 보 고, 쇄기 와 권 에 맞는 공식을 각각 제안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urf-similarity 

parameter에 한 안정수의 변화 폭이 고 쇄기 와 

권 에 상 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났다. 

Fig. 3.은 surf-similarity parameter에 한 안정수의 변

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a) N=1000 

(b) N=3000 

Fig. 3. Stability number versus surf-similarity parameter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로부터 식 (1)과 같은 

새로운 안정수 공식을 제안하 다. 



∆


 

                       (1)

Fig. 4.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제안된 안정수 공식

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제안된 공식

으로 측한 안정수와 실험에서 측된 안정수가 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안정수 공식의 비교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정수 공식의 용성을 알아보

기 해 제안된 공식을 기존의 연구 던 Van der Meer 

(1987b)와 De Jong(1996) 그리고 해양연구원(2001)에서 

수행되었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 Damage curve for stability formula with test results

Fig. 5.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안정수 

공식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결과뿐만 아니라 쇄기

조건에서 수행된 Van der Meer (1987b)의 실험결과 

그리고 권 조건에서 수행된 De Jong (1966)의 실험결

과 높은 일치를 보 다. 한, 자료의 수는 많지 않지만, 

경사각이1:1.5와 1:1.33 인 두 가지 조건에서 수행된 해

양연구원 (2001)의 실험결과 역시 높은 일치도를 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공식이 쇄기 와 권 의 

모든 랑조건에 용이 가능하며, 경사각이 다른 방

제에도 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De Jong(1996)의 공식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 이

외에 마루높이(crest height)와 packing density의 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비교 과정에서 그가 제안한 항을 

이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공식이 마루높이가 낮

은 잠제나 다양한  packing density를 가진 방 제에도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De Jong (1996)의 마루높

이와  packing density항을 제안된 공식에 포함하면 식 

(2)와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packing density 항, 


 마루높

이 항, 

=마루높이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정수 공식의 정확성과 불확실

성을 정량 으로 검증하기 해 일치지수 (index of 



agreement)와 변동계수 (COV, Coefficient of 

Variation)을 계산하 다. 

Fig. 5. Comparison of stability number  by present 

formula with all available data

일치지수는 개발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

내며, 그 값이 1.0에 가까워질수록 측된 값과 측된 

값이 더 잘 일치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

식은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그리고 Fig. 5.와 같이 비교 

가능한 모든 실험결과들에 해 일치지수가 모두 0.90

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제안된 공식을 신뢰함수로 표 하여, 계산된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변동계수는 각각 0.980, 0.105, 0.108로 

계산되었고, Fig. 5.와 같이 비교했던 모든 실험결과들

과 함께 계산된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변동계수는 각

각 0.981, 0.116, 그리고 0.119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안

정수 공식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테트라포드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해 총 60가지의 수리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부터 테트라포드의 정 량을 산정하기 한 

안정수 공식을 제안하 다. 테트라포드의 피해는 고

의 증가에 지수함수 으로 진행되었으며, 주기의 증가

에는 오히려 은 피해를 보 다.  제안된 공식은 쇄기

와 권 의 랑조건에 제한 받지 않고, 경사각의 변

화에도 용이 가능함을 보 다. 한, 기존 연구자가 

개발한 항을 이용한다면, 마루높이가 낮은 잠제나 다양

한 packing density의 방 제에도 용이 높은 일치도

를 보이며 용이 가능함을 보 다. 제안된 공식의 정

확성을 정량 으로 검증하기 해 일치지수를 계산하

고, 불확실성을 알아보기 해 계산된 변동계수는 약 

0.11로 비교  높은 일치도와 은 변동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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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결정론  설계법에 익숙한 설계자는 기존의 설계

법과 유사하면서 확률  개념이 도입된 설계법인 부

분안 계수 설계법을 선호한다. 이 방법은 항만 구

조물 외에 지반, 도로 등에도 LRFD(Load Resistance 

Factor Design)라는 이름으로 리 쓰이고 있다. 항

만 구조물에서는 최근 일본이 이슨 방 제의 설계

기 으로 도입하 다(JPHA, 2007). 유럽과 미국은 

일본보다 앞서 경사식  이슨 방 제에 해 부

분안 계수 설계법을 채택하 다(PIANC, 1992, U.S. 

Army, 2006). 한편, 국내에서는 2000년 부터 항만 

구조물의 신뢰성 설계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이, 2007; 김∙서, 2009; 이 등, 2009; 김 

등, 2009; 김 등, 2010).

   하지만 국내외 으로 연구된 부분안 계수 설계

법은 국내 항만 구조물의 설계에 리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규모가 큰 

무역항과 연안항 방 제는 많은 경우에 경사식 방

제로 되어 있으며 피복재는 인공블록인 Tetrapod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된 부

분안 계수 설계법은 경사제의 사석 피복재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일본은 주로 이슨 방 제의 활

동 괴에 한 부분안 계수 설계법 연구를 수행했

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된 부분안 계수 

설계법이 Tetrapod 피복블록의 부분안 계수를 포함

하고 있지만 제한된 랑  구조물 단면 조건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사용하기에는 미흡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 제의 표  

형식인 경사식 방 제의 Tetrapod 피복블록에 해 

116 개의 단면  랑 조건을 사용하여 부분안 계

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부분안 계수 개발에 사용한 방법은 Level 2의 

FORM(First-Order Reliability Method)을 사용하

다. 하나의 설계조건에서 해당 목표 괴확률에 상응

하는 하나의 부분안 계수를 계산하며 체 설계조

건을 표할 수 있는 평균된 부분안 계수를 산정한

다. 하지만 평균된 부분안 계수는 목표 괴확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

러 가지 보정 방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

화 기법을 통해 보정을 수행하 다.

2. 부분안전계수 산정 과정

   1단계에서는 피복재의 괴모드에 한 한계상

태함수를 선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복재의 가

장 요한 괴모드인 침식  이탈 괴에 한 

한계상태함수를 선정하 다. 2단계는 앞에서 선정

한 한계상태함수에 부분안 계수를 고려한 설계 

방정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항은 특성치를 항 

안 계수로 나눠주고 하 은 특성치에 하  안

계수를 곱해주는 형식을 가진다. 3단계에서는 한

계상태함수  설계 방정식에서 고려된 모든 설계

변수에 한 통계  특성치를 산정해야 한다. 한

국해양연구원(2005)은 심해 고 분포로 우리나라 

106개 주요연안 격자 에서 Weibull 분포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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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이를 항만 설계 기 으로 사용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기존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과 비용 

최 화 기법에 의해 목표 괴확률을 산정한다(김 

등, 2009; 김 등, 2010). 5단계에서는 극치 고 분

포인 Weibull 분포의 형상 모수의 범 를 구분하

다. 왜냐하면 형상 모수에 따라 고의 

MPFP(Most Probable Failure Point)가 크게 달라

지며 같은 특성치( , 재 기간에 상응하는 유의

고)에서 향계수와 부분안 계수가 다르게 산

정되기 때문이다. 형상 모수의 범 는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구분하 다(Maidment, 

1992). 6단계에서는 Weibull 분포가 나타낼 수 없

는 극치분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2005)에서 제안하는 

Weibull 분포를 사용하지만 국외의 해안환경에서

는 다양한 극치분포(Gumbel 분포, GEV 분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안 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치분

포의 왜곡도(skewness)와 Weibull 분포의 형상모

수 그리고 부분안 계수의 계를 분석하여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한다. 7단계에서는 형상 모수의 범

에 따라 국내에 시공된 다양한 단면  랑 조

건을 사용하여 해당 목표 괴확률에 상응하는 부

분안 계수를 산정한다. 항 부분안 계수는 단

면 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어 평균값을 푯값으

로 사용한다. 한편 하  부분안 계수는 단면  

랑조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정 단계

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8단계에서는 보정(code 

calibr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상 구조물이 목표

괴확률을 만족하도록 제약조건을 설정하여 체

안 계수를 산정한다. 9단계에서는 8단계에서 산

정한 체안 계수를 항 안 계수로 나 어 하

안 계수를 최종 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10단계에서는 산정된 부분안 계수를 상 구조물

에 용하여 구조물이 해당 목표 괴확률을 만족

하는지 검증한다.

3. 목표파괴확률 산정

   부분안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목표파괴확률을 결정해야 한다. 경사제의 피복재
는 여러 가지 한계상태 (초기한계상태, 수리가능
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를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초기한계상태의 조건에 대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목표파괴확률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파괴확률을 산정하

기 위해서 기존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과 비용 최
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비용 최적화 기
법에 의한 목표파괴확률은 김 등(2010)의 연구결
과를 사용하였다.
   목표 괴확률은 구조물의 요도에 따라 제시

하고자 한다. 행 설계법인 안 율 1.0에 상응하

는 목표 괴확률 60%는 경제   환경  요도

가 보통인 구조물에 용할 수 있다. 한편, 비용최

설계를 통해 산정된 목표 괴확률 50%는 경제

 측면에서 요도가 높은 구조물의 설계 기 으

로 합하다. 끝으로 기존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

에서 산정된 목표 괴확률 40%는 경제   환경

 요도가 모두 높은 구조물에 용한다.

4. 최적화 기법에 의한 부분안전계수 보정

 앞 에서 산정한 하 과 항 안 계수 (=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보정(code 

calibration)한다(PIANC, 1992). 



 



 


   





 
 



  

             (1a)

subject to ≥ 
             (1b)

여기서  는 합이 1.0인 가 치,  는 부분

안 계수 을 고려한 설계조건의 신뢰도지수, 


는 설계조건에서 산정한 부분안 계수이다. 

개별  설계조건을 고려할 때 
  

 
 이다. 

여기서 
 는 설계조건에서 설계변수 의 설계

 혹은 MPFP이고 
 는 설계조건에서 설계변

수 의 특성치이다. 식 (1a)의 목 함수 는 

반드시 식 (1b)을 만족하면서 최소값이 되어야 한

다. 식 (1b)의 
은 목표신뢰도지수(혹은 목표

괴확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 과 항이 곱해진 형태의 

하나의 안 계수 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

고 모든 설계조건에서 동일한 가 치를 용하면

(   ) 식 (1a)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조건은  이며 각 

고분포의 형상 모수의 범 에 따라 은 달라진

다.  에서  이며, ≤ ≤ 에서 

 , 그리고  ≤ 에서  이다. 




shape 

parameter    

40 %

  1.006 1.221 1.228

≤ ≤  1.009 1.156 1.166

 ≤  1.018 1.041 1.060

50 %

  1.000 1.124 1.124

≤ ≤  1.000 1.091 1.091

 ≤  1.000 1.026 1.026

60 %

  0.993 1.039 1.032

≤ ≤  0.991 1.031 1.022

 ≤  0.983 1.011 0.994


shape 

parameter    

40 %

  1.006 1.222 1.229

≤ ≤  1.008 1.159 1.168

 ≤  1.015 1.048 1.064

50 %

  1.000 1.124 1.124

≤ ≤  1.000 1.090 1.090

 ≤  1.000 1.026 1.026

60 %

  0.994 1.035 1.029

≤ ≤  0.992 1.026 1.018

 ≤  0.986 1.003 0.989

   우선, Hudson(1959) 공식에서 체안 계수에 

따른 목 함수를 계산한다. 목표 괴확률 50%와 

고분포의 형상 모수가 1.0보다 작은 조건에서 

산정된 체안 계수 에 따른 목 함수 

이다. 목 함수가 최소가 되는 체안 계수는 

1.111로 체안 계수의 평균값과 유사하다. 하지

만 Fig. 1과 같이 식 (1b)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목 함수의 최소값은 체안 계수가 평균값보다 

약간 큰 1.124로 결정된다.

    

Fig.1. Objective function   with the 

constraint for Hudson(1959) formula

최종 으로 하 안 계수는 최 화 기법에 의해 

산정된 체안 계수를 항안 계수로 나 다.

 
                  (3)

여기서 
는 식 (1b)의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식 (2)의 목 함수가 최소가 될 때의 체안 계

수이다. Table 1과 2는 Hudson(1959)과 Van der 

Meer(1988) 공식의 최종 인 하 과 항의 부분

안 계수이다. 만약 고의 극치분포가 Gumbel일 

경우에는 Weibull 분포의 형상 모수가 1.0에서 1.5 

사이에 분포하는 부분안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Gumbel 분포의 왜곡도 1.1396에 상응하는 

형상 모수가 1.45이기 때문이다. 목표 괴확률 

40%에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한 체안 계수는 1.17

로서 U.S.  Army(2006)과 김 등(2009)이 각각 산

정한 체안 계수 1.08과 1.09보다 약 0.08에서 

0.09 정도 크다. 

Table 1. Load and resistance safety factors for 

Hudson(1959) formula after code calibration

Table 2. Load and resistance safety factors for 

Van der Meer(1988) formula after code 

calibration

      

5. 부분안전계수 검증

앞 에서 산정한 Hudson(1959) 공식과 Van der 

Meer(1988) 공식의 부분안 계수를 검증하기 해 

상 구조물을 재설계한다. 상 구조물은 부분안

계수 산정에 사용된 116개 단면과 그 지 않은 

69개 단면 모두를 선택하 다. 각 설계조건에서 

피복재의 표입경은 부분안 계수가 고려된 설계 

방정식인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4)       



∆
 

 











 











                 (5)

Fig. 2는 Hudson(1959) 공식에서 목표 괴확률이 

50%의 부분안 계수를 사용하여 설계된 구조물의 

괴확률이다. 재설계된 185개 단면 모두 목표수

을 잘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 Probability of failure of structures 

redesigned by the present partial safety factors 

for Hudson(1959) formula

6. 결론

   FORM과 최 화 보정 기법을 사용하여 경사제

의 Tetrapod 피복블록에 한 부분안 계수를 

Weibull 극치 고 분포의 형상 모수의 범 에 따

라 산정하 다. Tetrapod의 가장 일반 인 안정공

식인 Hudson(1959) 공식과 Van der Meer (1988) 

공식에 한 항  하 안 계수를 각 목표 괴

확률 별로 제안하 다. 목표 괴확률은 기존 구조

물의 신뢰성 해석과 사용년수 동안의 비용 최 화 

기법을 사용하여 경제  요성과 환경  요성

에 따라 40%, 50%, 그리고 60%로 산정되었다. 기

존의 부분안 계수는 제한된 랑조건에서 산정되

었기 때문에 다양한 랑조건에서 목표수 을 잘 

만족하지 못하지만, 본 연구에서 산정된 형상 모

수에 따른 부분안 계수는 폭넓은 극치분포의 형

태에 용할 수 있다. 형상 모수를 가지지 않는 

다른 극치분포의 경우에는 왜곡도와 형상 모수의 

계를 통해 간 으로 형상 모수를 산정하여 본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제안된 부분안 계수보다 용 범 가 

넓고 목표 수 을 정 하게 만족하는 하 과 항

안 계수를 개발하 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해양수산진흥원 지원과제인 ‘항만

구조물 신뢰성 설계법 개발’ 연구과제(PM48400)와 

서울 학교 BK21 안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건

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문헌

김승우, 서경덕 (2009). 국내에서 시공된 Tetrapod 피

복재에 한 Hudson 공식의 부분안 계수 산정,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21(5), 345-356.

김승우, 서경덕, 이철응, 박동헌 (2009). 국내 항만의 

방 제 피복블록의 신뢰성 해석, 한국해안해양공

학회 논문집, 21(1), 15-29.

김승우, 서경덕, Burcharth (2010). 경사식 방 제의 

비용 최 화에 기 한 부분안 계수  목표 괴

확률 산정,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22(3), 

191-201.

이철응 (2007). 피복재의 부분안 계수 산정, 한국해

안해양공학회 논문집, 19(4), 336-344. 

이철응, 박동헌, 권 재, 이선용 (2009). 혼성제 직립 

이슨의 활동에 한 부분안 계수 산정, 한국해

안해양공학회 논문집, 21(4), 267-277.

한국해양연구원 (2005). 해역 심해설계  추정 보

고서 II.

Hudson, R. Y. (1959).  Laboratory investigation of 

rubble mound breakwaters, J. Waterway and 

Harbors Division, ASCE, 85(WW3), 93-121.

JPHA (2007). Japan Port and Harbor            

  Association, Technical Standards and            

Commentaries of Port and Harbor Facilities in    

Japan (in Japanese).

Maidment, D.R. (1992). Handbook of hydrology, 

McGraw-Hill.

PIANC (1992). Analysis of rubble mound                    

  breakwaters, Rep. of Working Group No. 1 of          

  PTC    II, Belgium.

US Army Corps of Engineers(2006). Coastal               

   Engineering Manual, U.S. Army Corps of                

  Engineers, Washington, D.C. (in 6 volumes)

Van der Meer, J. W. (1988). Stability of Cubes, 

Tetrapods and Accropods, Proc. of the Breakwaters 

'88 Conference; Design of Breakwaters,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Thomas Telford, London, UK,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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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for the Wave Forces of Submerged Floating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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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역간 산업발 의 균등화 추세에 따라 해상교

통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연육교, 침매터  등의 

건설을 포함하여 해역간 소통을 원할히 하기 한 다수

의 사업들이 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시설들은 

해 을 가로지르거나 육지와 도서 는 도서간 교통망

을 확보하기 한 것이며 성공 으로 설치될 경우 소통

시간을 폭 감소시킴으로써 해당해역의 사회 , 경제

 상을 폭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해역의 수심이 깊을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가 공법 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 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유럽의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1980

년 부터 수 에 부유시켜 안에 도로를 설치하는 소  

수 부유터  (Submerged floating tunnel, SFT)을 제

안하여 왔다 (FEHRL, 2008). 해 터 은 Fig.1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거의 립 부유성 (neutrally buoyant)

인 실린더 형태의 수 터 을 해 에 계류시켜 고정하

는 형태이며 랑  조류환경에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에서 랑이 발달하는 경우에는 정지

유체 에서보다 더 은 에 지의 포화 스펙트럼을 갖

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단면을 갖는 해 터 의 랑하

  거동에 한 일차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경

계요소법을 이용하는 계산기법의 개발을 시도하 다. 

기존의 련연구로는 Ogilvie (1963)가 무한수심조건

(→∞)에서 수  원형실린더의 력  거동에 

한 해석  해를 제시한 바 있으며, Chakrabarti 

(1987)는 특이  분포법을 이용하여 유한수심에서의 

수  고정 실린더에 한  피랑하   반사율 계산결

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해역 해 터 을 염

두에 두고 일반  계류상태의 수  실린더에 작용하는 

랑하 , 반사⋅투과율, 부체의 거동  계류장력의 

특성에 하여 고찰하 다.  

Fig.1. Submerged underwater tunnel.

2. 계산조건의 설정

경계요소법을 용하기 한 계산 역을 Fig.2와 같

이 설정하 다. 역 I은 랑입사를, 그리고 역IV는 

랑투과를 한 정합조건을 제공하며, 경계요소는 

역 II와 IV에 설정하 다. 부유체는 3개의 계류라인 (①, 

②, ③)에 의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하 다. 계산에 사용

된 입력조건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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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Calculation domain.

구 분 제 원
수심

  (m) 18.75
주기

   (s) 2 - 100
파고

   (m) 0.5
구조물 직경

   (m) 15
구조물 중심 수심

   (m) 9.375
구조물 질량
   (ton) 8.0

구조물 관성모멘트
   (ton⋅m2) 225.0

설치간격
  (m) 10
탄성계수

   (kN/m) 40.0
초기장력

   (kN) 11,563.0

계류라인
라인번호 부체부착점 (m) 앵커점 (m)

① (-7.5, -9.375) (-50.0, -18.75)
② (0.0, -16.875) (0.0, -18.75)
③ (7.5, -9.375) (50, -18.75)

Table 1. Input conditions

3. 계산결과

계산은 부유체가 수 에 고정설치된 경우 (Fixed), 자

유부유된 경우 (Free) 그리고 계류장치에 의하여 계류

된 경우 (Moored)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3.1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을 계산하여 Fig.3과 Fig.4에 제시하 다. 

Chakrabarti (1987)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며, 계류된 

경우 (Fixed)에는 =0.08 근방에서 부유체 공진에 의

한 큰 값의  반사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Fig.3. Reflection and transmission 
      coefficients.

Fig.4. Reflection coefficients for
         different installations.

3.2 파랑하중
고정설치 (Fixed)에 한 랑하 을 계산하여 Fig.5

와 Fig.6에 도시하 다. Chakrabarti (1987)의 계산결과

에 매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최 하 은 Ogilvie의 

심해조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5. Horizontal loading (fixed case).

Fig.6. Vertical loading (fixed case).

설치상태에 따른 하 변화를 Fig.7과 Fig.8에 비교 도

시하 다. 계류라인에 의하여 연직하 은 폭 감소되

나 수평하 은 공진에 의하여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 다.

Fig.7. Horizontal loadings.

Fig.8. Vertical loadings.

3.3 구조물 동적거동 및 계류장력
구조물 설치형태에 따른 동 거동을 Fig.9와 Fig.10

에 제시하 다. 계류부체의 경우 (Moored) 자유부체 

(Free)보다 swaying은 감소하나 heaving은 오히려 증

가함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계류라인의 동 장력의 최

치를 Fig.11에 제시하 다. 각 계류라인의 총 장력은 

기장력에 이 동 장력을 더하여 구하면 된다.

Fig.9. Comparison of swaying.

Fig.10. Comparison of heaving.



Fig.11. Comparison of dynamic
        mooring tens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경계요소법의 정확성을 검토하는데 을 두었다. 

실해역 조건에 한 용성을 제고하기 하여 계산기

법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선형  이론에 근

거한 계산은 랑환경하에서의 구조물의 특성을 일차

으로 검토하기 한 것이다. 비선형 랑 하에서의 

특성을 고찰하기 하여 향후 수치 동수로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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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안가에는 원자력  석유 련 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해일의 피해뿐만 아니

라 기름유출, 화재 등의 2차 재해가 발생하는 험성이 있다. 
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인도양지진해일로 

인하여 육상의 유탱크가 괴되고 수 십 미터 이상 떠내려

가는 등의 피해가 래되었다. 
재 지진해일에 의한 육상구조물의 피해에 따른 기존의 

연구에는 이 호 등(2011)의 연구가 있으나 육상구조물의 형

상이 사각형구조물이므로, 형상이 다른 육상 유탱크의 용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되면 육상 유탱크 이외 교량, 해안

안벽 등 육상구조물 한 막 한 피해가 발생한다. 2004년 발

생한 인도양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연안

부의 교량이 다수 유실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교량은 주요국

도, 해안가,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

한 지역에 지진해일에 의해 교량이 유실되면, 우회로 확보가 

곤란한 지역이 많을 것이며, 이에 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상 유탱크와 호안과의 거리에 

따른 유탱크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의 작용 력을 3차원수

치해석으로부터 평가한 결과와  항력항만을 고려한 항력계수 

 최소자승법을 용하여 산정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로

부터 측된 지진해일 력의 결과를 각각 비교 검토하 으며, 
단순화한 교량의 거더를 상으로 거더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을 측정한 ARAKI et al.의 수리실험 3차원수치해석으로 

재 하여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에 한 수치해석의 

용성을 단하 다.

2. 이론

본 연구에서는 혼상(액체상과 기체상)의 비압축성· 성유

체를 고려하며, 서로 다른 상(phase)의 유체와 명확한 경계면

으로 식별될 수 있는 비혼합류로 가정한다. 따라서, 비혼합류

에서 서로 다른 상의 경계면에 한 형상추 이 가능할 경우

에 단일유체모델(one-filed model for immiscible two-hase fluid)
을 용할 수 있다. 단일유체모델은 각 상의 유체가 국소질량

심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 역내의 유체운

동은 단일의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운동방정식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이에 한 상세한 사항은 이 호 등(2011)을 

참조 한다.

3. 수치해석의 결과

3.1 육상저유탱크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

3.1.1수치해석에 의한 지진해일 력

본 연구에서는 육상 유탱크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의 작

용 력해석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Fig. 1과 같이 

길이 860cm, 폭 182cm의 3차원 수치조 수조를 사용하 다. 
수치해석에서는 수심(h)을 60cm로 설정하 으며, 고립 의 

천수변형을 재 하기 하여 1:3의 경사면을 설치하 다. 
한, 그림에서 D는 호안과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로 D=nd

의 계를 가진다.  유탱크의 직경(d)은 20cm 이며, 유탱

크에 작용하는 력의 측정은 구조물 면에 압계를 설치하

여 호안과 유탱크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유탱크에 작용하

는 지진해일 의 력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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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차원수치조파수조

다음의 Fig. 2는 호안과 유탱크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유탱크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을 측정한 수치해석의 결과

에서 최 지진해일 력만을 나타낸 것이다. n이 0.5인 경우 

지진해일 력이 약 3N으로 나타났으며, 지진해일 력은 이

격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2 호안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최대지진해일파력

3.1.2 항력계수  성력계수의 결정법

(1) 항력항만을 고려한 항력계수 결정법

항력성분만을 고려하여 항력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

음의 식(1)을 용하 다.

 여기서, 는 평균유속, 는 항력계수이다. 값에 

하여 FEMA-CCM(2005), Yeh(2006, 2007) 등은 사각형구

조물의 경우는 =2.0, 원주구조물의 경우는 =1.2를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 침수심 과 최

평균유속 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측정된 

값을 사용한다. 여기서,  는 
의 최 값을 말

하며,   ≠ 이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최  지진해일 력과 최 유속, 
최 침수심을 이용하여 산정된 항력계수는  의 경

우 FEMA-CCM(2005), Yeh(2006, 2007)에서 제안한 값과 동

일한 값인 1.20이 산정되었으며,  의 경우 1.05가 

산정되었다. 한 Fig. 3는 산정된 항력계수를 식(6)에 

입하여 추정된 지진해일 력과 수치해석으로 얻은 지진해

일 력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로부터 FEMA-CCM 
(2005), Yeh(2006, 2007)와  를 통해 산정된 지진해

일 력이 수치해석을 통해 측정된 지진해일 력에 비해 

과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항력항만을 고려하여 추정된 지진해일파력과 수

치해석에서 측정된 지진해일파력의 비

(2)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 결정법

최소자승법은 측정치와 측치사이의 자승오차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식(2)에 나타낸 바와 같다.

 ∑ 
 (2)

여기서, 은 수치해석에 의한 측정 력을 타나내며, 

는 측 력을 나타낸다.
최소자승법의 최소화과정으로부터 식(3)이 얻어지며, 

Morison 식에 의해 항력과 성력에 한 식(4),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Fig. 4는 산정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를 이용하여 추정

된 지진해일 력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실선은 

수치해석의 결과를 선은 추정된 지진해일 력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와 같이  n이 작은 경우 측정치와 수치해석치가 매우 일치

하나 n의 값이 증가할수록 불안정한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침

수심과 유속이 n이 증가함에 따라 유체의 분리 상으로 인하여 

복잡한 수면형과 유속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단되어 진다.  



Fig. 4 산정된 항력계수와 관성력계수에 의해 추정된 

지진해일파력과 수치해석에서 측정된 지진해일파력의 

시계열

한, 최소자승법에 의해 추산된 항력계수와 성력계수의 

평균치는 각각 2.02, 0.02와 같으며, Fig. 5에 항력계수만을 이

용하여 추정한 최 지진해일 력과 성력항을 포함하여 추

정한 최 지진해일 력을 수치해석으로 얻은 최 지진해일

의 비로 나타낸 그림이다. 결과에서 선에 가까울수록 수치

해석의 결과와 더 유사한 것이며, 그림으로 보아 육상 유탱

크에 작용하는 최 지진해일 력은 항력항만을 고려하여 추

정된 최 지진해일 력에 비해 항력항과 성력항 모두를 고

려하여 추정된 최 지진해일 력이 수치해석으로 측정된 최

지진해일 력에 더 가까운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5 추정된 최대지진해일파력과 수치해석에서 측정
된 최대지진해일파력의 비교

3.2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
3.2.1수리실험의 조건

본 연구에서는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에 한 수치

해석의 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ARAKI et al. (2010)의 수리

실험결과와 비교한다. ARAKI et al. (2010)은 Fig. 6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길이 14.0m, 폭 0.6m의 2차원수조에서 수조 내 

경사를 1:40, 1:100을 설치하 으며, 수심이 17.0~19.0cm가 되

는 지 에 교량의 모형을 배치하 다. 
교량모형은 길이 20cm, 폭 60cm, 높이 2.4cm의 직욱면체이

며, 모형의 높이(hc)는 수심으로부터 5.0~7.0cm로 하 다. 수로 

끝에서 조 기에 의해 조 하 으며, 모형의 앞에서 최 수

상승고(a)는 6.4~11.3cm를 발생시켜, 모형에 작용하는 수평  연

직방향의 력을 측정하 다. 한 모형의 면 7.9m, 2.0m, 0.1m
의 지 에서 용량식 고계에 의해 수 변동을 측정하 다. 

Fig. 6 수리실험 조건

3.2.2수치해석결과와 수리실험결과의 비교

ARAKI et al. (2010)의 수리실험을 재 하기 하여 Fig. 7
과 같은 3차원수치 동수조를 용하 다. 3차원수치조 수

조에 수리실험에서에서와 같은 고립 의 천수변형을 유도하

기 한 경사면과 교량을 동일하게 설치하 지만, 수리실험에

서 용한 수심  경사의 길이의 정보가 부족하여 수치해석

에서는 수조의 길이 2000cm, 폭 60cm, 수심 40cm을 용하

다. 한 수리실험에서 제시한 최 수 상승고가 재 되도록 

입사 고를 조 하 다.

Fig. 7 수치해석 조건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을 산정하기 하여 교량의 

면에 압계를 설치하고, 교량의 수평  연직방향에서 측

정된 력을 사용하여 이하의 결과를 도출하 다. Fig. 8, 9는 

CASE 1 (a=8.9cm, hc=5.0cm), CASE 2(a=10.2cm, hc=7.0cm)에 

하여 수치해석한 수평  연직방향의 지진해일 력을 수리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Fig. 8, 9를 보아 체 으로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의 형상을 잘 재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어지며, 특히 

의 경우 지진해일 력의 최 치에서 수치해석이 수리실험을 

잘 표 하는 것으로 단되어진다. 
한, 교량의 유실에 작용하는 지진해일 력은 수평방향

력보다 연직방향 력이 더 지배 인 것으로 단되어진다.

Fig. 8 CASE 1에 대한 지진해일파력의 시계열 

Fig. 9 CASE 2에 대한 지진해일파력의 시계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혼상류해석법으로부터 육상저유탱크

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의 작용파력해석과 항력계수와 관성

력계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항력계수와 관성

력계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최대지진해일파력의 크기는 호안과 육상저유탱크사이의 

이격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항력항만을 고려하여 항력계수를 측정한 경우     

를 적용한 경우 FEMA- CCM(2005), Yeh(2006, 2007)이 제안한 

항력계수(1.2)와 동일한 값이 산정되었으며,  를 적

용한 경우 1.05로 이 경우 수치해석의 결과와 더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항력계수와 관성력계수를 결정

한 경우 항력계수와 관성력계수는 각각 2.02와 0.02와 같았으

며, 시계열의 경우 이격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유체분리 현상

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시계열을 나타내었다.
4. 항력항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항력계수와 관성력항을 포

함하여 산정된 항력계수와 관성력계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최

대지진해일 파력은 육상저유탱크의 경우 항력계수와 관성력

계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최대지진해일파력이 수치해석의 결

과와 더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5. 교량에 작용하는 지진해일파력의 경우 수치해석의 결과

가 수리실험의 파력의 형상이나, 최대지진해일파력을 잘 재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교량의 유실에 지배적인 힘은 연

직방향파력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수리실험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므로 수치해석이 수리실험을 잘 재현할 수 없었으

며, 앞으로 더 다양한 조건하에서 많은 실험과 수치해석이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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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을 고려한 장 구조물의 력해석

Analysis of Wave Forces on a Long Structure Considering Wave Diffraction

정재상1, 이창훈2, 조용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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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ho, Yo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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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다에 설치되는 방 제와 같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랑 하 은 입사 랑이 비스듬히 입사할 경우 구조물

의 길이와 입사각도에 향을 받는다. 구조물의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입사각도가 클수록 구조물 체에 작용

하는 평균 력이 작아진다는 사실이 Battjes (1982)에 

의해 처음 밝 졌다. 이는 랑이 공간 인 상차로 

인하여 한 지 에서 에 있더라도 다른 지 에는 

곡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 으로 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의 진행방향만을 갖는 장 (long 

crested wave)와 다방향 특성을 갖는 불규칙 인 단

(short crested wave)를 입사 랑으로 하여 장  구

조물에 작용하는 력을 계산하 다. 장 의 경우 구

조물에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 방 제 길이에 따른 력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방향 의 경우에는 수

직으로 입사할 경우에도 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Battjes, 1982; Isaacson and 

Nwogu, 1987; Takahashi and Shimosako, 1990; 

Sannasiraj et al., 1995)은 모두 구조물의 길이  입사

각에 따른 력감소효과를 확인하 지만, 회 에 한 

효과는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방 제와 같은 구

조물의 경우에는 회 에 의해 구조물 배후로 하는 

력의 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 제 배후로 하는 회 의 

력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조물의 길이에 따른 력감소

효과를 계산하 다. 입사 랑은 장  단 를 

상으로 하 으며, 단 의 경우에는 방향스펙트럼으

로 Mitsuyasu et al. (1975)에 의해 제안된 식에 비 칭

효과를 추가로 고려한 Lee et al. (2010)의 식을 용하

다. 그리고, 장  구조물 배후로 하는 회 는 

Penney and Price (1952)에 의해 제안된 해석해를 이용

하 다.

2. 장대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각 변수의 정의와 장 구조물의 배치 등을 Fig. 1에 

도시하 다. 구조물 면에 작용하는 복 의 압은 

선형 이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cosh

cosh   
cos  sin     (1)

여기서 는 입사 의 진폭, 는 수, 는 각진동수, 

는 수심을 뜻한다. 구조물 배후 회 의 압은 다음 

과 같다. 

 
cosh

cosh   
cos        (2)

여기서 는 회 의 진폭이다. 식 (1)과 (2)를 이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총 압을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압을 뜻하는 식 (3)을 수심  구조물 길이  만큼 

분하면, 장 구조물에 작용하는 력을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tanh
 sin          (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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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in

sin sin
                             (6)





 




cos                         (7)





 




sin                         (8)

식 (7)  (8)에서 회 의 진폭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며, 회 계수   는 Penney and Price(1952)에 의

해 제시된 해석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식 

(7)  식 (8)의 분식은 해석 인 풀이가 불가능하므

로, 사다리꼴 방법이나 4차 Runge-Kutta 방법 등 수치

 방법을 통해 분할 수 있다.

   ×                         (9)

   exp  
 cos


     (10)




 
∞



exp

             (11)






 
 

sin
 


            (12)

3. 파력감소계수의 계산

먼  일정한 각도로 입사하는 규칙 인 장 의 

력감소계수를 계산하 다. 총 력   를 구조물 면

의 면 으로 나 면 다음 식과 같은 평균 압력수두로 

표 할 수 있다.

 


  



  cos
   cos              (13)

여기서,

 


tanh
 


tanh
              (14)

장 의 력감소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im
→

 

  







                           (15)

 식은 구조물에 직각으로 입사할 때 발생하는 력 

비 상차로 작아지는 력의 비를 의미한다. 식 (15)

를 이용하여, 입사 , 회 , 그리고 입사 와 회

를 모두 고려한 3가지 경우의 력감소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6)

  


              (17)





  



       (18)

식 (16)은 Battjes(1982)가 제안한 력감소계수식과 동

일하다.

입사각이 0°일 때 (즉, 구조물에 직각으로 입사할 때) 

장  력의 주기스펙트럼에 한 단  력의 주

기스펙트럼으로 정의되는 력 감소계수는 다음 식과 

같다.






lim
→


 


   


 


   

                  (19)

식 (19)를 이용하여, 입사 , 회  그리고, 입사 와 

회 를 모두 고려한 3가지 경우의 력감소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20)

 
 






     (21)






 












      (22)

4. 수치해석

단 는 다방향 불규칙 의 특징을 가진다. 다방향 

불규칙 를 표 하기 해서 일반 으로 각 방향에 따

른 랑 에 지를 표 하는 스펙트럼식을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 스펙트럼으로 Mitsuyasu et al. (1975)

에 의해 제안된 스펙트럼에 방향 비 칭 효과를 고려한 

Lee et al. (2010)의 제안식을 사용하 다. Lee et al. 

(2010)의 방향 스펙트럼 식은 다음과 같다.

  cos
 


                  (23)

 
exp  ≥

exp  ≤
                    (24)

  max   ≤

max
    ≥

               (25)


 

min

max

cos 



 

               (26)



먼  장 에 해 력감소계수를 계산하 다. 입

사각이 0°인 경우에 해 력감소계수를 계산하여 

Fig. 2에 도시하 다. 회 을 무시하고 입사  성분만 

고려하면 력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즉, 력감소계

수가 1이다). 이는 장 이므로 방 제 길이 방향에 있

어서 이 동시에 방 제 면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  성분만 고려하면 구조물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력감소계수는 격히 감소하 다. 입사 와 

회  성분을 모두 고려하면 력감소계수는 장 

비 구조물의 상 인 길이가 길어질수록 1에서 시작

하여 4/9 까지 작아졌다. 최소값 4/9은 구조물이 길어

질수록 회 의 력이 그림에서와 같이 거의 0이 되

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 식을 통해 알 수 있다.


 lim

→∞ →

















       (27)

Fig. 3에 입사각이 60°일 때의 력감소계수를 나타

내었다. 회 을 무시하고 입사  성분만 고려한 경우 

력감소계수는 Battjes (1982)의 결과와 동일하다. 

력감소계수는 입사 만 고려했을 때 가장 완만하게 감

소하 으며, 회 만 고려하 을 때 가장 격하게 감

소하 다. 그리고, 입사 와 회 를 모두 고려하 을 

경우에는 간 정도의 감소율을 보 다.

단 의 력감소계수 계산을 해 입사 랑의 유

의 고가 5.0m, 수심이 10m 그리고, 주기가 10 인 경

우에 용하 다. 다방향 랑의 방향성분은 -90°에서 

+90°까지 1° 간격으로 181개 성분을 사용하 다. 최  

분산계수를 
max

 을 용하 다. 이는 방향의 분산

이 비교  큰 풍 에 해당된다. 단 의 력감소계수

는 주 향각이 0°인 경우는 Fig. 4에, 주 향각이 60°

인 경우에는 Fig. 5에 도시하 다. 단 의 경우, 주 

향각이 0°인 경우에도 력감소계수가 1 이하로 나타났

다. 왜냐하면 여러 성분 가운데 0°도가 아닌 방향 성분

도 있기 때문이다. 구조물의 상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력감소계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방향 불규칙 랑의 방향 비 칭성에 해서도 

력감소계수를 계산하 으며, 그 결과는 Fig. 6  Fig. 7

과 같다. 주 향각이 0°인 경우에는 력감소계수가 비

칭성의 변화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으며, 주 향각

이 60°인 경우에는 비 칭계수가 양수일 경우 력감소

계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회 의 효과를 고려하고, 다방향 불

규칙 의 방향 비 칭성을 고려하여 장 구조물에 작

용하는 력감소계수를 유도하 으며, 수치 으로 검

토하 다. 검토 결과, 장 의 경우 입사각이 0°도인 

경우 구조물의 상 길이가 길어질수록 력감소계수

는 4/9로 근 으로 감소하 으며, 입사각이 클수록 

력감소계수는 감소하 다. 단 의 경우 주 향각

이 0°도인 경우에도 다방향 성분이 있어서 력감소계

수는 1 이하로 떨어졌으며, 단  역시 입사각이 증가

할 경우 구조물의 상 길이가 증가할수록 력감소계

수는 더 크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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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waves obliquely incident on a lo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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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ce reduction factor for long crested 

regular wa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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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ce reduction factor for long crested 

regular wa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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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rce reduction factor for short crested 

irregular wa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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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ce reduction factor for short crested 

irregular wa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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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orce reduction factors with different 

directional asymmet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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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최근에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형 태풍에 의한 설계외력 증가로 국내 연안구조

물 설계 고가 상향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다수의 항만시설의 피해발생과 그에 

따른 복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비한 항만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게 되었다. 혼성제 방 제는 열악한 해역의 특성과 

최근 기상이변 등 설계외력 증가 추세에 맞물려 사행형

태의 활동피해(Meandering Damage)가 증하고 있는

데 이는 이슨 단독으로 내습 를 막는 혼성제 구조는 

활동피해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

상 랑에 의한 활동피해에 처하고 효과 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 제 형식에 한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본 사례는 포항 일만항 남방 제(1단계 1공구) 축

조공사 설계시공 일 입찰(T/K) 기본 설계에 용된 

내용으로 포항 일만항의 원활한 운 에 필요한 정온

수역 확보를 한 남방 제 체 2,600m  1단계 1공

구 800m 구간의 방 제를 건설하는 공사이다. 본 사례

에서는 이슨간 맞물림으로 외력에 한 방 제의 일

체 항 개념인 인터록킹 개념과 력 평활화 개념을 세

계최 로 목시켜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국내 특허를 

취득한 인터록킹 방 제를 더욱 발 시켜 기존 방 제

와 개념이 다른 차별화된 방 제를 구상하고자 하 으

며 이를 해 안 율이 큰 형 Post 이슨  Key 

이슨을 활용 방 제 평면을 입체 으로 배치하므로서  

안정성 극 화, 수리특성 향상, 유지 리성 제고, 이용

성 증  등 5가지 차별화를 구 할 수 있는 3D 인터록

킹 방 제를 구상하 다. 본 사례에서는 3D 인터록킹 

방 제의 5가지 차별화 효과를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인터록킹 방파제 필요성

2.1 혼성제 방파제의  피해사례 분석
최근 이슨의 보수·보강의 원인으로는 설계 고 이

상 고 랑의 내습으로 인해 방 제에 피해가 발생한 것

에 기인한다. 한 일본 다수의 항들이 Fig 1.과 같이 이

상 랑으로  93%에 이르는 활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

에 따라  2007년 하코다테 연구소에서 사다리꼴 형태의 

맞물림 구조체를 제안(Nobuyuki Mori 외 1인, 2007)하

는 등 이상 랑에 의한 활동피해에 처하기 해 보강

비용을 감 할 수 있는 재해에 강한 방 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Fig 1. 일본 방 제 피해원인  제안 형식  

2.2 장대케이슨 및 파력의 평활화
상기 에서 언 된 이상 랑의 활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슨 구조 형식은 각각의 이슨이 독립

으로 항하는 혼성제 이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혼성제 이슨의 경우 활동 항력을 높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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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슨 폭을 크게 하므로서 자   면의 마찰력을 증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 으나 이러한 방법은 공사비

를 단순 증가시키는 비효율 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슨 폭을 증 시키지 않으면서 방 제 체로 항하

여 활동 항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 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슨을 장 화 시킴으로서 방

제에 작용하는 평균 작용 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장

이슨은 통상의 이슨에 비해 이슨에 작용하는 

력의 법선방향 상차로 인해 력을 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력 평활화(Battjes 1982, 

Takahashi and shimosako 1990, Burcharth and Liu 

1998)라 한다. 장 이슨에 작용하는 력의 평활화 

효과는 랑이 경사입사 할 경우 이슨에 작용하는 

력의 첨두(peak)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고 상차를 가

지며 작용하는 이슨에 작용하는 평균 력이 감소하

는 효과이다.

3. 3D 인터록킹 방파제

3.1 해역특성
포항 일만항의 해역특성은 Fig 2. 와 같이 다방향 

회 에 의한 반사   S계열 풍 에 의한 연 가 항

로부에 향을 미치며 연 에 의한 월  발생이 항내정

온도에 향을 미치므로 회   S계열 연 에 의한 

항로부 향 감과 월 차단에 의한 항내정온 확보를 

한  책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포항

일만항 해역특성  사업 목 에 부합되면서 기존 방

제와 개념이 다른 차별화된 방 제를 구상하 다

Fig 2. 포항영일만항 해역특성

3.2 설계 컨셉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역특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을 해 기존 방 제와 개념이 다른 차별화된 방

제인 3D 인터록킹 방 제를 구상하 고 이를 통해 안정

성 극 화, 수리특성 향상, 유지 리성 제고, 시공성 제고, 

이용성 증  등 5가지 차별화를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Table 1. 3D 인터록킹 방 제 차별화

차별화 세 부 내 용

안정성 극 화
∙설계  상향  설계  과 이상

랑 내습시에도 안정성 확보

∙지진발생시 피해 최소화

수리특성 향상

(월 , 반사 , 

연 )

∙월 , 반사   연  감

 ⇒ 항내정온도 향상

∙항입구 정온도 향상

 ⇒ 선박통항 안정성 확보

시공성 제고
∙ 이슨 제작  거치 시공성 제고로 

시공용이성 확보

유지 리성 

제고

∙피해최소화로 유지 리비 감

∙피해시 유지 리 용이성 제고

∙유지 리자 편의성 제공

이용성 증

(경 , 조경)

∙지역특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반

한 친수시설계획

∙친환경· 탄소 신재생에 지 활용

3D 인터록킹 방 제의 3D란 Table.2 에서와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차별화(Difference), 입체화(Dimension), 

다양화(Diversity)의 모토아래 기존의 인터록킹 방 제

의 효과를  강화한  3D 인터록킹 방 제를 구상하 다.

Table 2. 3D의 정의

구  분 세 부 내 용

Difference

(개념의 

차별화)

∙특허받은 방 제(인터록킹방 제)

 ⇒특허등록 No.10-1013023

 ⇒기술력 인정받은 검증된 방 제

∙재해에 강한 방 제

 ⇒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랑에 응

∙설계개념이 다른 방 제

 ⇒ 자 항,+인터록킹 항

∙보강이 용이한 방 제

 ⇒ 방 제 구간이 아니 Key 이슨 

    보강만으로 경제성, 기공성 향상

Dimension

(평면의 

입체화)

∙ 이슨 입체  배치로 인터록  효과 증

 ⇒ Post, Key 이슨의 효율  배치로 

    입체  방 제 구

 ⇒ 고정  역할을 하는 Post, Key 이슨

을 이용한 맞물림 효과를 증 시켜 확실

한 일체 거동으로 설계  과 이상 랑 

내습시에도 안정성 확보

Diversity

(기능의 

다양화)

∙수리특성향상

 ⇒ 월 , 반사 , 연  감

∙수질개선제고

 ⇒ Key 이슨에 해수소통구 설치로 해수

교환율 향상

∙이용성제고

 ⇒ 제두부, 앙부, 속부에 3개의 형

장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3.3 3D 인터록킹 방파제의 차별화 효과
첫 번째 차별화는 안정성 극 화이다. 3D 인터록킹 

방 제는 고정  역할을 하는 안 율이 큰 Post  Key 

이슨을 활용하여 입체 인 평면 계획을 수립하 으

며 형 Post  Key 이슨에 의한 인터록킹 효과 증



로 확실한 장 화 구 을 통해 방 제 구간이 일체로 

거동토록 하 다. 

Fig 3. 3D 인터록킹 방 제 평면계획  거동특성

3D 인터록킹 방 제의 랑 증가에 따른 단계별 거

동 메카니즘은 1단계로 설계 랑 내습시에는 인 이

슨과 독립구조로 자  항하며 2단계는 100년 빈도 이

상 랑 내습시 인터록킹 이슨 항 과분을 Key

이슨이 함께 분담하여 일체거동하고 3단계는 200년 빈

도 이상 랑 내습시 인터록킹, Key 이슨 항 과분

을 형 Post 이슨이 함께 분담하여 일체거동하는 메

커니즘을 통해 이상 랑에 단계별 응이 가능한 

system 이다.

Fig 4. 3D 인터록킹 방 제 안정성 검토

 3D 인터록킹 방 제의 안정성 검토 결과 Fig 4.와 같

이 인터록킹에 의한 방 제 력평활화로 압은 약 

40% 감소되고 200년 빈도 이상 랑 안 율은 1.83  

괴확률은 거의없어 200년 빈도 이상 랑에도 안정성

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수리실험  진동  실험을  통하

여 Fig 5.와 같이 인터록킹 효과를 검증하 다. 축척 

인터록킹 효과 검증 수리모형실험에서 일반 이슨 방

제는 100년 빈도 랑 내습시 약 5.2m의 활동 괴가 

발생한 반면 3D 인터록킹 방 제는 200년 빈도 랑 내

습시에도 활동 괴가 발생하지 않았고, Kobe지진 규모 

7.2의 진동  실험결과, 일반 이슨 방 제는 2.1m 변

가 발생 하 으나 인터록킹 방 제의 변 는 붕괴방

지 기  이내로 나타나 이슨간 인터록킹 효과로 인해 

이상   지진시 안정성이 확보됨을 확인하 다.

Fig 5. 실험을 통한 인터록킹 효과 검증

두 번째 차별화는 수리특성 향상이다. 3D 인터록킹 

방 제는 마루높이 증고에 의한 항내정온 향상  입체

 배치에 의한 연 제어를 통하여 수리특성을 향상 시

켰다. 기 설계시 낮은 마루높이로 인한 과다한 월  

발생으로 항내정온에 악 향  이용객 안 성에 불리

하 으나 마루높이 3.0~6.0m 증고로 월 를 완  차단

하여 이용객 안 성 확보와 항내정온도를 향상 시켰다. 

Fig.6 에서와 같이 Post  Key 이슨의 돌출형 배치를 

통해 S계열  E계열 연 를 제어하 으며 앙부 

17.7m 돌출 배치의 효과로 최  25.4% 연 를 감시

킴으로써 통항 선박 안정성 제고  연 에 의한 월

를 제어하도록 하 다.

Fig 6. 이슨 돌출형 배치에 의한 연 감

 세 번째 차별화는 유지 리성 제고이다. 일반 방

제는 설계  상향시  방 제 체 보강으로 유지 리비

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나 3D 인터록킹 방 제는 Fig.7

과 같이 필요시 Key 이슨 후면 보강만으로 이상 랑

에 응이 가능하여 보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g 7. 3D 인터록킹 이슨 유지 리 방안 비교

네  번째 차별화는 시공성 제고이다. 최근 방 제 설

계사례들을 보면 불연속 격실구조, 복잡한 면 형상 

 과도한 비 칭으로 제작  거치 시공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3D 인터록킹 방 제는 Fig 8. 과 같이 사각구

조의 내부격실, 이슨 직선화  칭형상 으로 이

슨 제작  거치 시공성을 제고하 다.

Fig 8. 3D 인터록킹 이슨 형상 비교

다섯 번째 차별화는 이용성 증 이다. Fig 9. 와 같이 

제두부, 앙 장, 속부에 형 Post 이슨을 이용한 

3개소의 형친수 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휴식, 

져,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Fig 9. 형Post 이슨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4. 결   론

본 설계사례에서는 안 율이 큰 형 Post 이슨  

Key 이슨을 활용한 입체  평면 배치를 통해 인터록

킹 효과를 증 시켜 확실한 장 화 구 으로 방 제 

구간이 일체 거동할 수 있으며  5가지 차별화 효과를 구

할 수 있는 수리 특성이 우수하고 재해에 강한 다기

능 3D 인터록킹 방 제의 개념  차별화 효과를 소개

하 다. 

여러 가지 인터록킹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해석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200년 빈도 이상 랑시의 안정성

을 확인하는 등 인터록킹 구조형식의 신뢰성을 향상시

켰다. 

인터록킹 구조 형식은 국내특허를 취득하 으며 향

후 방 제 건설시 용될 경우 국가 산 감  해외

로의 수출을 통한 항만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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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ig. 1. Case of Caisson Composite Breakwater Failure

최근 방 제는 항만규모의 형화에 따라 수심․

고 랑의 해역으로 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심

에 효율 인 혼성 이슨 방 제의 채택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슨 방 제는 열악한 해역의 특성과 최근 기

상이변 등 설계외력 증가 추세에 맞물려 사행 형태

(Meandering Damage)의 활동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슨혼성제의 건설사례가 많은 일본의 피해사례

를 보면 부분이 태풍, 동계 계 풍, 기압 발생시의 

랑에 의한 활동피해로 나타난다(Takayama and 

Higashira, 2002).

이러한 활동피해의 원인은 첫째, 설계시 사용된 50년 

재 빈도 이상의 랑 내습, 둘째,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이상 랑 발생, 셋째, 

방 제에 연한 평면 인 고 증  등으로 구분된다.  

세 번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행 피해라 한

다. 이는  방 제 면의 복 와 방 제 선단(제두부)

에서 발생한 회 에 의한 고 증 , 방 제 배면의 

회 에 의한 부의 력이 더해져 설계외력 이상의 

력이 작용하여 발생되는 피해로서 기존의 설계방법에

서는 고려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요 원인은 태풍, 

 기압, 동계계 풍

∙활동  복합 괴-93%

∙ 이슨혼성제 피해

  이상 랑에 의한 

    활동 괴

Fig. 2. Analysis of Caisson Composite Breakwater 
Failure

본 논문의 상해역인 포항 일만항의 경우 기존 

1985년 심해설계  비 2005년 개정된 심해설계 는 

동해남부지역이 12.1% 증가하 고 포항 북방 제 인근 

해역은 32.4% 증가하 다.

지구온난화 등이 가속되고 있는 실로 볼 때, 50년 

설계  조건이 매년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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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되며  최근 혼성방 제가 내구년수 50년 내에 

활동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 하

지 않다. 방 제는 한번 활동피해가 발생하면 보수가 

용이하지 않아 사 에 활동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방안 모색이 시 한 실정이다.  

이에 한 안의 하나로 장 이슨 방 제의 도입

을 생각할 수 있다. 장 이슨을 용하게 되면 력

의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슨 제작장 여건, 부

재의 강도, 이슨 진수․ 인․운반 거치시 사용되는 

장비 등의 제약으로 이슨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할 수 

없다. 한 길게 하면 할수록 지반의 부등침하에 한 

응이 쉽지 않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두 가지 문제 을 해결하고자 이슨 각 함을 연속

구조로 체결하는 Interlocking 방 제를 제안하고자 한

다. Interlocking 방 제는 각 함이 서로를 구속하는 연

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장 이슨의 력분산효과

를 얻음과 동시에 부등침하에 해서는 각각의 함이 개

별 으로 응함에 따라 장 이슨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포항 일만항 남방 제 (1단계 1공구) 축조공

사 기본설계  Interlocking 방 제의 거동특성을 악

하여 내  성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및 실험방법

2.1 인터록킹 방파제의 내파 거동 메커니즘
이슨 연속구조의 Interlocking 방 제는 고정  역

할을 하는 Post 이슨과 Key 이슨을 도입하고 이를 

연결하는 Interlocking 이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

록킹 방 제의 내  거동 매커니즘은 Fig. 3에 개념도를 

제시하 다.

2.2 평면수조
실험은 부경 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해양수리실

험소에서 수행되었으며, 3차원 조 수조  조 기의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3D Wave Basin

Division Equipment
Basin Size 15.0m × 18.0m × 1.0m

Wave
Generator
Specifi-
cation

Size 0.7m × 1.0m

Width 14.0m (0.7m × 20EA)

Max. Wave height 0.3m

Max. Wave Period 0.3∼2.5s

Max. Water depth 0.8m

Operate Type Electric Servo Piston Type

본 실험에 사용된 조 기는 다방향 불규칙 조 기

(multi-directional irregular wave generator)로서 사

(Serpent Type)이론에 의해 입사 향의 조정이 가능하

다(± 25°).

2.3 모형 재현 및 상사
모형의 축척과 제작은 실험의 목 , 실험수조, 실험

시설  실험장비 등의 규모와 성능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선택되지만 가장 요한 것은 실험의 목 에 

따라 원형에서의 수리 상이 모형에서 가장 잘 재

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심, 조 , 해 경사, 설계 , 구조

물의 마루높이, 모형제작 역, 실험수조의 크기  

항내 수심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연직  수평방

향의 축척을 1/50으로 한  정상모형을 사용하 다.

본 실험은 력이 지배 으로 작용하는 실험으로  

Froude 상사법칙을 용하여 원형을 축소하여 제작

하 으며, 사용된 상사율을 요약하면 Table 2. 와 같

다.  상사율에 맟추어 일반 이슨  인터록킹 이슨

을 제작하 으며, 이슨과 상부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토록 하기 하여, 상부콘크티트와 이슨을 일

체화 시키는 부가  장치를 부착하 다.

Fig. 3. Mechanism of the step by step Behavior of  Interlocking breakwater



Table 2. A  Example of Similarity Law Application

Division Symbol Scale Example Prototype Model
Length Lr Lr 1/50 50m 1.0m
Depth hr Lr 1/50 50m 1.0m
Wave 
Height Hr Lr 1/50 5.0m 0.1m

Wave 
Length λr Lr 1/50 50m 1.0m

Period & 
Tme Tr Lr1/2 (1/50)1/2 14.0s 1.98s

실험에 사용한 이슨 모형은 아크릴로 제작하여 

원형상을 세 하게 재 하 으며 면에 사포를 부

착하여 실제 콘크리트와 사석의 마찰계수를 재 하

다. 상치콘크리트는 스테인 스로 제작하고 사석

과 납 등을 채워 량을 조 하 으며, 이슨 격실에 

스테인 스 을 어 실제와 같이 상치콘크리트와 

이슨이 일체 거동하도록  제작하 다.

Fig. 4. View of Test Model Making

2.4 실험조건
본 실험에서는 일반 단일 구조 이슨 방 제와 

이슨 연속구조로 이루어진 Interlocking 방 제의 내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포항 일만항 남방 제 

1단계 1공구의 50년, 100년, 200년 재 빈도 랑을 

용하여 각 방 제의 거동특성을 비교하 다. 실험

에 사용된 랑 조건은 Table. 3과 같다. 입사 랑은 

방 제에 11.8°의 경사각으로 입사하며 이는 일만

항 남방 제의 설계 향인 E 향의 평균 입사각을 

보정한 값이다. 본 실험에 한 개념도는 Fig. 5.에 나

타내었다.

Table 3. Physical Model Test Wave Condition

Frequency 50-year 100-year 200-year Over 
200-year

Wave height 4.8m 5.7m 6.2m 6.7m
Wave Period 13.00sec 14.36sec 15.85sec 16.20sec

Incident Degree 11.8° 11.8° 11.8° 11.8°

Fig. 5. Sketch of Physical Test (Left : Normal Caisson, 
Right : Interlocking Caisson)

Fig. 6. Test Model (Above : Normal Caisson, Under : 
Interlocking Caisson)



Fig. 7. Sliding Failure Result of Normal caisson breakwater and Interlocking caisson breakwater

3. 실험결과

일반 이슨 방 제   Interlocking 방 제의 활동

안정성 실험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일반 이슨  Interlocking 이슨 방 제 모두 50

년 빈도 랑에서는 제체 활동 괴가 발생하지 않았으

나 100년 빈도 랑에서 일반 이슨 방 제는 19번째 

이슨에서 최  104mm의 활동 괴가 발생하 다.  

반면 Interlocking 이슨 방 제의 경우 100년 빈도 

랑에서 최  3mm의 활동이 발생하 으며 200년 빈도 

랑에서 최  5mm의 활동이 발생하 다. 모형의 축

척이 1:50이므로 실제거리로 환산하면 최  25cm 활동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 빈도가 200년 이상인 H1/3=6.7m, T1/3=16.2sec 

인 랑이 내습한 경우 Interlocking 방 제는 Key 5 

이슨에서 최  150mm의 활동 괴가 발생하 다.

Fig. 8. Sliding Failure of each Breakwater (Upper : Normal 
Caisson, Lower : Interlocking Caisson)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구조의 일반방 제와 이슨 연

속구조로 이루어진 Interlocking 방 제를 3차원 수리

모형실험을 통하여 재 빈도별 랑 내습시의 거동특

성에 하여 검토하 다. 

두 방 제 모두 50년 재 빈도 랑에서는 제체활동 

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00년 빈도 랑에서 일반

방 제의 경우  입사 랑이 집 되는 부분에서 최  

104mm의 제체 활동 괴가 나타났으나, Interlockong  

방 제는 최  3mm의 제체활동이 발생하 다. 이는 

랑집  부분에서도 이슨 연속구조에 의한 

Interlocking  효과로 인하여 제체의 내  안정성이 향

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년 빈도 랑에서도 

제체 활동이 최  5mm로 나타나 일반 이슨 방 제

보다 내  안정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수리모형실험으로 Interlocking 방

제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차후 방 제에 구간별 작용 

력 등을 검토하여 실제 이슨의 내  안정성을 정량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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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locking breakwater system for Young-Il Bay in Pohang.

구조실험에 의한 인터락킹 방 제 항능력 평가

Evaluation for Resisting Capability of Interlocking Breakwat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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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방 제 건설은 항만규모의 형화에 따라 

수심, 고 랑의 해역으로 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슨 방 제의 채택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슨 방

제는 열악한 해역의 특성과 최근 기상이변 등 설계

외력 증가추세에 맞물려 추가 인 안정성 확보가 

안으로 두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

는 실로 볼 때, 50년 설계 의 불확실성이 매년 변

동될 것으로 상된다. 최근 혼성방 제가 내구년수 

50년 안에 활동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방 제는 한번 활동피해가 발생

하면 보수가 용이하지 않아 사 에 활동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모색이 시 한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상에 한 안으로 인터락킹 방

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방 제  연장 는 일

부구간에 해서 인  이슨을 서로 연결하여 방

제 법선방향으로의 움직임에 하여 일체로 항하

게 하는 방 제로 력 평활화가 가능하여 같은 자

으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 일만 남방 제 1단계 1공구

의 방 제 형식으로 제안된 인터락킹 방 제를 상

으로 하 다. 수평 력에 한 인터락킹 방 제의 

항메카니즘과 항능력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구조실험을  실시하 다.

2. 실험대상 방파제

2.1 대상 방파제

상 방 제는 포항 일만 남방 제로 제안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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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lane view of Square, Interlocking, 

and Key caissons.

Fig 3 Schematic diagram for structural model 

tests.

로 Fig. 1에 보인 바와 같다 3종류의  이슨이 법선방향 

운동에 하여 서로 물리게 되어 있다. 한, 사고로 인

한 임의 이슨의 손상에 따른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긴 이슨(인터락킹 이슨)과 작은 이슨

(Key 이슨)을 교 로 설치하도록 하 으며, 양 방

제 끝에는 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형 이슨( 장 

이슨)을 두도록 설계하 다. 각 이슨이 독립 으로 

거동한다고 볼 때 50년 설계 에 한 각 이슨의 법

선방향 미끌림에 한 안 율을 보면 장>Key>인터

락킹 이슨 순이다.

2.2 실험장치 및 모형제작

제안된 인터록킹 방  시스템의 수평 력에 한 

항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입사 고가 상 으로 높

은 속부로부터 400m 구간을 선택하고 1/40 축척을 

용하여 구조실험을 실시하 다.

이슨 모형은 두께 10∼15 mm의 유색 아크릴을 이

용하여 제작하 으며, 실험의 편의를 하여 상치 구조

물은 제외하 으며, 이슨 모형의 량은 실제 소요

량의 1/2의 해당하는 량으로 설정하 다. 즉, 장부 

이슨은 1,668 N, 인터록킹 이슨은 883 N, Key 이

슨은 441 N으로 하 다.  이슨 모형의 바닥면  양 

측면에는 콘크리트 분말을 혼합한 용제를 도포하 다.

방 제 사석마운드는 장 기  0.015∼0.03 m3/ea 

사석에 해당하는 1∼2g/ea의 사석을 12 mm 두께로 설

치하 다.

이슨 모형에 작용하는 수평 력은 이슨에  합력 

작용 에 집 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항내측

에 설치된 도르래와 하  추를 이용하여 모의하 다.  

하 재하에 따른 이슨의 수평변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재하측 반 면(외해측)에 이슨 하단으로부터 

150 mm 치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 다(Fig. 3 참

조).



Caiss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elative wave force 0.83 1.00 0.36 1.00 0.36 1.00 0.36 1.00 1.36 1.00 0.36 1.00 0.36 1.00 0.83

Relative wave force 

per unit width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1 Distribution of wave forces acting on the caissons for attack angle of 0°.

Caiss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Relative wave force 0.51 0.76 0.30 0.89 0.34 0.97 0.36 1.00 0.36 1.00 0.35 0.91 0.30 0.74 0.48

Relative wave force 

per unit width
0.61 0.76  0.83  0.89  0.95  0.97  1.00  1.00  1.00  1.00  0.97  0.91  0.83  0.74  0.58  

Table 2 Distribution of wave forces acting on the caissons for attack angle of 11.83°.  

Fig. 4 ID numbers of model caissons.  

3. 성능실험 및 결과분석

3.1 실험 방법 및 조건

실험 이슨은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좌측부터 우

측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지정하 다. 1번과 15번 이

슨은 장부 이슨, 나머지 이슨  짝수 번호는 인

터록킹 이슨, 홀수 번호는 Key 이슨이다.

실험은 방 제가 가장 험한 랑이 방 제에 법선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와 장에서의 주 랑 입사방

향인 방 제 법선으로부터 11.83°의 경사로 입사하는 

경우 등 2가지에 하여 실시하 다.

두 입사조건에 한 이슨별 작용하  분포는 설계

랑 내습시 실험 상 구간의  방 제에 작용하는 

수평 력이 최 가 되는 시 에서의 각 이슨에 작용

하는 력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즉, 유공방 제에 

경사방향으로 입사하는 불규칙 에 한 해석해(김범

형, 1998)를 이용하여 각 이슨 별 동시 압분포를 고

려하여 산정하 다(Table 1과 2  참조).

방 제에 작용하는 하 은 9단계, 즉 최 하 이 작

용되는 8번 이슨에 작용되는 하 이 50.23, 56.51, 

62.78, 69.06, 75.34, 81.62, 87.90, 94.18, 100.45 MN이 되

도록 계획하 으며, 양측에 치한 장부 이슨으로

부터 앙부로 이동하면서 순차 으로 재하하 다. 각 

단계별 이슨에의 작용 하 은 Table 1과 2의 하 분

포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

각 입사조건별로 2차례 반복 실험을 수행하 으며, 

각각에 하여 재하 단계별로 인터록킹 이슨의 하단 

변 를 기록하 다.

3.2 결과분석

가.  직각(0°) 입사시

랑이 방 제에 법선방향으로 입사 시 수행된 실험 

결과를 Fig. 5 에 제시하 다.

1차 실험에서는 7단계에서, 2차 실험에서는 6단계에

서 하 을 재하한 직후에 방 제의 변 가 크게 발생하

다. 이 결과로 볼 때 랑이 방 제 법선방향으로 입

사하는 경우에는 5단계까지는 소정의 안정성을 유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차  2차 실험 결과에서 방

제의 거동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1차 실험의 

경우 괴가 발생하기 까지의 각 이슨의 활동 양상

이 다른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1차 실

험에서는 8번과 10번 이슨을 심으로 최 변 가 

발생한 반면, 2차 실험에서는 4번과 10번 이슨 2곳에

서 최 변 가 발생하 는데, 이처럼 기의 변 발생에 

따른 차이 이 최종 괴 발생 양상에 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5단계에서 8번 인터록킹 이슨에  작용된 하  

75,340 kN은 200년 재 빈도 랑이 작용할 때의 력인 

75,311 kN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인터록킹 방  

시스템은 입사 가 방 제 법선방향으로 입사하는 경

우 200년 재 빈도 랑에 해서도 안 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8번 인터락킹 이슨을 50년 빈도 랑

에 하여 안 율 1.2가 되도록 설계하 음에도 불구하

고 200년 랑에 해서도 소정의 안 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상 으로 높은 안 율을 갖도록 설계한 

Key 이슨과 장 이슨이 인터락킹 이슨의 하

을 분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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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ormation of the breakwater system 

for attack angle 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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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formation of the breakwater system 

for attack angle of 11.83°.

나.  사각(11.83°) 입사시

랑이 방 제에 법선방향에 해 11.83°으로 입사 

시  수행된 실험 결과를 Fig. 6 제시하 다.

11.83° 경사 입사 실험의 경우 1차 실험에서는 8단계

까지, 2차 실험에서는 7단계까지 하 을 재하한 직후에 

방 제의 변 가 크게 발생하 다. 이 결과로 볼 때 

랑이 방 제 법선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6단계까

지는 소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

록 1차  2차 실험의 괴가 발생한 시 은 차이가 있

었지만, 최종 인 이슨의 변 량  변  분포, 그리

고 괴가 발생하기 까지의 기 변 는 두 실험 결

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두 실험결과가 

비교  잘 일치하는 이유는 직각 입사 실험의 경우와 

달리 경사 입사 시에는 각 이슨에 작용하는 하 이 

모두 약간씩 다르며, 특히 앙에 치한 8번 이슨에 

작용하는 하 이 가장 크고 양 끝 쪽에 치한 장부 

이슨 쪽으로 갈수록 하 이 작아지기 때문에 변 가 

발생하는 모드가 일정하게된 것으로 단된다. 

6단계의 인터록킹 이슨에의  작용하 이 81,620 kN

은 200년 재 빈도 랑이 작용할 때의 력인 75,311 

kN보다 10% 정도 큰 것으로 단해 볼 때, 본 인터록킹 

방 제 시스템은 11.83°으로 입사하는 경우 200년 재

빈도 이상 랑에 해서도 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

포항 일만항 남방 제 (1단계 1공구) 방 제로 설

계된 인터록킹 방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결과, 200년 

재 주기 랑에 해서도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8번 인터락킹 이슨을 50년 빈도 랑에 하여 안

율 1.2가 되도록 설계하 음에도 불구하고안정한 것

은 상 으로 높은 안 율을 갖도록 설계한 Key 이

슨과 장 이슨이 인터락킹 이슨의 하 을 분담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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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락킹 방 제의 구조  거동 평가

Evaluation of Structural Behavior for Interlocking Breakwater

박성 1, 박우선2, 김한샘3 

 Park Sung-Hyun1, Park Woo-Sun2,  Kim Han Saem2

1. 서론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 폭풍

는 날로 험수 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측하지 못

한 자연재해로 부터 연안  항만을 안 하게 지키는 

일이 시 하다. 일례로 2011년 3월에 일본 동북부에 발

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들 수 있다. 이와테  

가마이시 항만 입구에 설치된 방 제는 발생된 쓰나미

를 막지 못하 고 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 소 폭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치 못한 자연재해 에서 연안  

항만의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

터락킹 방 제를 제안하 다. 인터락킹 방 제는 기존 

방 제 이슨 사이마다 인터락킹 블록을 설치하여 방

제의 거동을 일체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인터락킹 

방 제는 기존 방 제와 비교하여 하 에 한 큰 항

능력을 갖게 된다. 제안된 인터락킹 방 제의 구조  

타당성은 비선형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2. 인터락킹 방파제 제안

2.1 대상구조물 선정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인터락킹 방 제의 구조  안

성 평가를 하여  울산 남방 제를 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일반 방 제의 제원은  Fig 1과 같다. 

개별 이슨는  ×  ×    

의 제원을 갖고 16개의 격실로 나뉜다. 

2.2 설계변경방안 도출
인터락킹 방 제는 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부터 사 

회 요시설물을 보다 효과 으로 보호하기 하여 고

안 되었다. 기존의 방 제가 개별 이슨별로 력에 

항하 다면, 인터락킹 방 제는 체 이슨이 인터

                               (a) 이슨 평면도

(b) 이슨 면도

Figure 1. 상구조물 제원

락킹 블록으로 연결되어 력에 항하게 된다. 따라서 

력에 의한 각각의 이슨 변 가 연속 인 분포로 나

타나게 되어 기존 방 제 비 설계하 을 상회하는 

력에 보다 효율 으로 항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인터락킹 방 제의 개 인 모습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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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인터락킹 방 제 

3. 수치해석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3.1 3D 유한요소모델
인터락킹 방 제의 구조  안 성 검토를 하여 상

용 로그램인 MIDAS FEA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

을 실시하 다. 사석, 15개소의 이슨  14개소의 인

터락킹 블록을 3D 유한요소모델한 모습은 Fig 3과 같

다. 3D 유한요소모델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상구조

물과 동일한 제원  재료물성치를 갖는다.

(a) Isometric view (total)

(B) Isometric view (detail)

Figure 3. 3D 유한요소모델 

3.2 하중조건
수치해석은 이 연구의 상구조물의 구조 계산서를 

참조하여 하 을 재하 하 다. 구조계산서에 명시된 

시 압 I의 력분포도와 수평력은 각각 Fig 4  

Table 1과 같다. 이때 인터락킹 방 제의 앙부에만 

하 을 재하하여 블록에 의한 인터락킹 효과  블록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 다. 인터락킹 방 제 앙부

에 재하된 하 은 극한상태를 고려하기 하여 설계하

의 2배, 4배가 Table 2와 같이 재하되었으며, 재하된 

하 의 모습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ure 4. 력분포도 ( 시)

Table 1. 시 력분포도 (단  m당)

구  분
수평력(tf)

계수 × 높이 × 단 힘 × 개폐율

① 0.5 × 2.37 × 6.96 × 1.00 =   8.25

② 0.5 × 2.37 × 8.04 × 1.00 =   9.53

③ 0.5 × 9.63 × 8.04 × 1.00 =  38.71

④ 0.5 × 9.63 × 6.86 ×1.00 =  33.03

⑤ 0.5 × 8.50 × 8.00 × 1.00 =  34.00

⑥ 0.5 × 8.50 × 6.78 × 1.00 =  28.82

합  계 152.34

Table 2. 재하하

구  분
수평력(tf)

수평력 × 이슨 비 × 배수 

CASE 1 설계하  2배 152.34 × 21.2 × 2 = 6,459

CASE 2 설계하  4배 152.34 × 21.2 × 4= 12,918

Figure 5. 앙 이슨 (No. 8) 하 재하



재하하 Contact F Max, 
tonf

Contact F Min, 
tonf

CASE 1 46 - 18

CASE 2 60 - 84

3.3 수치해석방법
각각의 이슨  이슨과 블록사이에는 10cm의 틈

이 존재한다. 따라서 력에 의한 이슨의 림  이

에 따른 블록의 항능력을 검토하기 하여 사석, 

이슨, 블록이 하게 되는 면을 Contact element를 사

용하 다. Contact analysis는 서로 하고 있는 상

편 구조물의 경계면을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조

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침투 조건, 력, 마찰

력을 계산하기 하여 벌칙기법 (penalty method)와 

같은 수치 알고리즘을 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weld contact를 사용하 으며, 이를 3D 유한요소모델

에 용한 모습은 Fig 6과 같다. 한 Contact analysis

에 사용된 마찰계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6. Contact element

Table 3. 마찰계수

구  분 마찰계수

이슨 - 사석 0.6

이슨 - 이슨 0.5

이슨 - 블록 0.5

Contact analysis시 Newton-Raphson method를 사

용하여 반복계산의 횟수를 최소화 하 다. Newton-Ra

phson method는 행렬방정식의 크기가 큰 경우 최 계

산에서 결정된 해를 사용하여 연산속도가 빠른 장 이 

있다.

4. 해석결과 및 결론

CASE 1, CASE 2 의 하 재하를 한 경우 이슨의 변

를 Fig 7 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경우 모두

력에 의하여 이슨과 블록이 서로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단, 앙부 이슨 양 의 이슨의 변 는 발

생하지 않았다.

Table 4. Caisson displacement

재하하 Displ Max, cm Displ Min, cm

CASE 1 11 - 0.4

CASE 2 19 - 0.2

                                         

(a) CASE１　

(ｂ) CASE２

Figure ７. 이슨 변

이슨 하면에 발생하는 력은 Table 5  Fig 8에 

제시하 다. CASE 1, 2에서 하 재하방향으로 각각 46 

tonf, 60 tonf의 힘의 력이 발생하 다. 이는 재하하

 비 매우 작은 값 임을 알 수 있다.

Table 5. Caisson bottom contact force

Figure 8. 이슨 하면 력



재하하
P1 Max,
tonf/

P1 Min,
tonf/

CASE 1 51 - 27

CASE 2 95 - 37

(a) CASE１

(b) CASE 2

Table 6. Interlocking block max priciple stress

Figure 9. 인터락킹블록 최 주응력

(a) CASE１

(b) CASE 2

재하하 에 의하여 이슨이 변 가 발생하고, 변

가 발생한 이슨은 인터락킹 블록에 하여 응력을 

분담하게 된다.  CASE 1, 2에서 인터락킹 블록이 분담

하게 되는 최 주응력을 검토하여 Table 9  Fig 9에 

나타내었다. 최 주응력은 콘트리트 최 압축응력 이

하로 발생하여 인터락킹 블록의 괴는 발생하지 않는

다. 

해석 결과 인터락킹 방 제는 력에 의한 하 을 인

터락킹 블록을 통해 인  이슨과 달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때 이슨 하면에 작용하는 사석과 이슨 

사이의 력은 재하하 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이며, 

이를 고려해 볼 때 인터락킹 블록을 통한 하 분담의 

효과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설계하 을 상회하는 

극한상태를 고려하 을 시 인터락킹 블록의 콘크리트 

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터락킹 방 제는 

력에 보다 효과 으로 항할 수 있으며, 구조 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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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 주변의 3차원 수리특성에 관하여

On 3-D  Hydraulic Characteristics around the Caisson with 
Both Front and Side Silts

허동수1, 이 준2, 배기성3

 Dong Soo Hur1, Jun Lee2 and Ki Sung Bae3

1. 서     론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케이슨을 이용한 혼

성방파제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혼성방파제는 마

운드 위에 케이슨을 거치하는 형태의 방파제로서 연

안으로 진행하는 파를 방어해 연안역의 정온도를 확

보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

휘하기 위해서 파의 반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파의 반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

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케이슨의 형태를 변형하

는 것인데 기존의 무공케이슨에서 유공케이슨으로, 

또 유공케이슨의 경우는 유공의 형태를 종슬릿 또는 

횡슬릿 등으로 하거나 케이슨의 형태를 반원형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슬릿케이슨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차원적인 

수리모형실험(小竹ら, 1997)과 이를 근거한 경험식

의 제안(Takahashi, 1996; Tabet-Aoul and Lambert, 

2003) 및 수치모형실험(Chen et al, 2007)등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Liu et al.(2008)에 의해 

위상차에 의한 유공케이슨에 작용하는 총 수평파력

과 연직파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Hur et 

al.(2008)은 혼성방파제가 설치되어 있는 3차원 파

동장에서 파랑의 위상차를 고려한 혼성제 전ㆍ후면

에서의 실작용파압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Suh et 

al.(2006)은 유공벽케이슨에 작용하는 반사특성을, 

허동수와 이우동(2010)은 이중 슬릿케이슨 전면에 

작용하는 반사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사입사

파에 관한 연구로서 허동수와 이우동은 경사입사파

에 의한 이중 슬릿케이슨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순 

작용파압(2009) 및 3차원 무반사조파시스템을 이용

한 경사입사파의 조파방법(2011)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동수와 이우동(2007)이 제안

한 강비선형 3차원 수치해석기법(LES-WASS-3D)을 

개량하여 격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 

주변의 3차원 수리특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사입사파동장 

하에서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 격벽부에 종슬릿 형

태의 유공슬릿을 설치하여 격벽Slit의 효과에 관

하여 검토한다.

2. 수치해석기법

2.1 기초방정식(LES-WASS-3D)
본 연구에서는 파ㆍ구조물ㆍ해저지반의 상호작용

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

(LES-WASS-3D; 허동수와 이우동, 2007)을 이용하여 

격벽Slit이 있는 이중슬릿케이슨에 관한 반사특성

을 논의한다. LES-WASS-3D는 투과성구조물 내의 관

성저항, 난류저항 및 층류저항의 고려가 가능하도

록 개발된 강비선형의 3차원 수치해석기법이다. 또

한 계산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난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GS(sub-grid scale)모델을 이용하는 

LES(Large Eddy Simulation)기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사석마운드의 경사면에 대해서도 유한차

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을 적용하였

으며, 이에 따른 직각격자체계에서의 계단식 경사

면처리의 보완을 위해 허동수 등(2008)이 제안한 

경사면처리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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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deg=90°

Fig. 1.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basin used in this study

2.2 수치파동수조 및 계산조건

격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의 3차원 수리

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Fig. 1과 같이 3개의 케이

슨을 사석마운드 위에 배치하고 각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의 격벽부에 해수교환이 가능하도록 그림과 같

은 유공Slit을 배치하여 3차원 수치파동수조를 구성

하였다. 경사입사파의 조파가 가능하도록 무반사조

파를 위해 해석영역을 둘러싼 4개의 면에 부가감쇠

영역을 설치하고 왼쪽 부가감쇠영역이 끝나는 지점

에 조파소스를 설치하였다. 해석영역에는 비탈면경

사 1:2, 유공률(e)을 0.4 그리고 평균입경(D50)을 4.0cm
로 적용한 사석마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중 슬릿

케이슨 3함을 거치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입사파

랑조건은 ㅇ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경사입사각 

deg(α°)는 직립벽의 접선방향(길이방향)과 입사파랑

의 진행방향과의 입사각을 나타낸다.

Table 1.  Incident wave condition.
Wave Height Wave Period Inclination

CASE Side Slit
Hi(cm) Ti(sec) deg(α°)

6.0 1.5

90 1
non-

existence
80 2
70 3
60 4
90 5

existence
80 6
70 7
60 8

3. 수치해석결과

3.1 이중슬릿케이슨 전면의 파고분포
Fig. 2는 격벽Slit이 없는 이중슬릿케이슨과 격벽

Slit이 있는 이중슬릿케이슨에 대해 입사파가 직각 

및 경사로 작용하였을 경우 입사각(deg)에 따라 

이중슬릿케이슨 전면 및 유수실 내의 파고를 입사

파고(Hi=6cm)로 무차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붉은 색으로 갈수록 H/Hi의 값이 1보다 높은 파고 

값을, 파란색으로 갈수록 H/Hi의 값이 1보다 낮은 

파고의 값을 의미한다. (a)는 격벽Slit이 없고 파랑

의 입사각(deg)이 90°일 때 (b)는 격벽Slit이 없고 

입사각(deg)이 60°, (c)는 격벽Slit이 있고 입사각

(deg)이 90°, (d)는 격벽Slit 있고 입사각(deg)이 60°
로 입사하는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b) CASE4; deg=60°

(c) CASE5; deg=90°

d) CASE8; deg=60°
Fig. 2. Spatial distributions of non-dimensional 

wave heights due to variation of incident 
wave direction

   ,   
Fig. 3. Comparison of reflection coefficients 

between caisson without side slit and 
with side slit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4개의 

CASE 모두에서 슬릿케이슨 전면부의 파고가 높

게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며 이것은 사석마운드로 

인해 케이슨 전면의 수심이 감소함에 따른 파고 

상승과 동시에 입사파가 케이슨에 부딪치며 생기

는 반사파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된

다. 입사파의 진행방향에 의한 영향을 검토해보면, 
입사각(deg)이 작아질수록, 즉 입사각이 90°에서 

60°로 갈수록 케이슨 전면의 파고가 감소하고 유

수실 내 우각부측의 파고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벽Slit의 유무에 따른 이중유공슬릿케이슨 전

면의 파고분포를 비교하여 보면 CASE1과 CASE5

의 경우 입사각이 케이슨에 직각으로 입사하게 됨

으로 인해 격벽Slit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미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ASE4와 CASE8과 같이 

파가 케이슨에 경사로 입사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케이슨 우각부에 높은 파고가 나타나는 CASE4와 

달리 CASE8의 경우는 격벽Slit을 통한 해수이동 

및 Slit의 소파효과의 기능이 작용하여 우각부에 

나타나는 파고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이중 슬릿케이슨 전면의 반사특성
Fig. 3은 격벽Slit이 없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과 격

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의 전면에 작용하

는 반사율을 입사각(deg)의 변화에 따라 나타내었다. 
입사각(deg)가 작아질수록 측정지점에 따른 반사

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케이슨

의 전면 5개 단면에서 계산된 반사율을 평균하여 

이용하였다.

Fig. 3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격벽Slit이 없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의 경우를, 붉은색 동그라미(●)
는 격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의 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 
입사각(deg)의 변화에 따라 이중유공슬릿케이슨에 

작용하는 반사율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벽Slit의 유무에 상관없이 경사각이 작아질수

록 반사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입사각이 작아질수록 케이슨 전면을 따른 파의 

이동거리가 길어짐으로서 케이슨의 슬릿에 의해 에



너지 감쇠가 더욱 강해진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격벽Slit이 없는 경우보다 격벽Slit이 있는 

경우 미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반사율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격벽Slit을 통한 케이슨과 

케이슨 사이에서 발생하는 해수교한 작용으로 인해 

유수실 내의 부가적인 에너지감쇠가 이루어져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케

이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표회에서 더욱 상세한 설

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케이슨 간 해수교환이 가능한 

격벽Slit이 설치된 이중유공슬릿케이슨에 작용하

는 다양한 수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허동수와 

이우동(2007)이 제안한 강비선형 3차원 수치해석

기법(LES-WASS-3D)을 이용하여 수치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수치시뮬레이션 결과 격벽Slit이 없는 이중유

공케이슨과 격벽Slit이 있는 이중유공슬릿케이슨

을 비교하였을 때 미소하지만 전반적으로 반사율

의 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케이

슨의 유수실 내에서 우각부에 파고가 집중되는 

현상도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케이스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이

용한 수치모델(LES-WASS-3D)을 이용하여 다양한 

격벽의 Slit형태와 유공율 등의 구조적인 변화와 파랑

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기존의 케이슨보다 더욱 효율

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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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경사제의 상치콘크리트에 작용하는 력에 한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 for the wave loads on rubble mound breakwater 

concrete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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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랑을 차단함으로써 항내의 

정온을 유지시키고 항내시설물을 보호하기 하여 축

조되는 방 제의 구조물 형식에는 경사제, 직립제  

혼성제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방 제들은 재 

우리나라  지역에서 무월  혹은 월 를 허용하는 조

건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해안구조물에 해일과 함께 고 랑이 내습하는 경우

에는 월 로 인하여 방 제 상부에 워치하고 있는 상치

콘크리트의 면과 면에 충격 압과 양압력이 크게 

발생되어 구조물의 이탈  손과 같은 피해 상이 나

타난다. 이러한 피해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하여 상

치구조물에 작용하는 력을 동역학 인 에서 우

선 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차원에

서 필수 이다.

월 량을 감시키고 사석제체의 마루높이를 낮추

어 방 제의 소요재체 사석량을 이는데 기여할뿐만 

아니라 방 제의 마루를 따라 보행자  차량의 근을 

용이하게 하는 상치콘크리트와 이를 보호하기 하여 

마루 면부에 부분 TTP 소 블록으로 피복되어 있

는 사석방 제가 국내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석방 제의 상부에 치한 상치콘크리트 

면에 작용하는 충격 압과 련된 수평 력을 구하

기 한 실험  연구로는 Bradbury et al. (1988), 

Pedersen et al. (1992) 그리고  Martin et al. (1999) 등이 

있으며 한 양압력의 분포  특성에 한 연구 

(Losada et al. 1993)  안정성 (Hamilton and hall, 

1992)에 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모든 연구는 약간의 

월 를 허용하는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나, 김인철과 이

경섭(2008)은 고월 를 허용하는 조건에서 상치콘크리

트 는 월 방지 책시설의 면벽에 작용하는 충격

압을 계측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에서 가장 많이 시공되고 있

는 TTP로 피복된 사석경사제를 상으로 우리나라 해

역에 합한 설계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수리실

험을 수행한 후, 사석경사제 상부에 치한 상치콘크리

트에 작용하는 수평 력  양압력의 특성을 상치콘크

리트 안정성과 연계시켜 악하고자 한다.

2. 실험

2.1 대상단면
실험을 한 상단면의 기본 인 제체형태는 

Fig. 1과 같이 상부에 상치콘크리트가 있는 사면경

사 1:1.5의 사석경사제로 하고 실험은 고, 주기, 

수심  사면경사를 변화시켜 쇄   월 조건을 

상으로 한다.

사면이 경사인 경우에는 사면에 입사한 랑

이 사면 에서 부분 반사되거나 력이 상 으

로 약한 쇄기 (surging breaker) 형태의 쇄 가 일

어나 월 되나, 사면이 완만할수록 사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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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험파 조건
Rc

(cm)
Regular waves Irregular Waves

H (cm) T (s)   
 Hs (cm) Tp (s)   



11
12  
&
13

13
1.6 3.70

11
1.6 4.02

1.9 4.39 1.9 4.77
2.2 5.08 2.2 5.52

14
1.6 3.56

12
1.6 3.85

1.9 4.23 1.9 4.57
2.2 4.90 2.2 5.29

15
1.6 3.44

13
1.6 3.70

1.9 4.09 1.9 4.39
2.2 4.73 2.2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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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15cm, T=2.2s,  Rc=13cm에서 파력의 시계열(regular wave)

쇄 형태가 쇄기 에서 권기 (collapsing breaker) 

는 권 (plunging breaker)로 이되어 보다 강한 

충격 압이 사면의 마루부에 있는 소  블록 

상치콘크리트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Fig. 1. 실험대상 단면도 

2.2 실험조건
Table 1. 에 나타낸 규칙  불규칙 실험  조건

에 하여 사석방 제의 마루부에 치한 상치콘크

리트의 면  면에 작용하는 압을 계측하고, 

상치콘크리트의 안정성과 력의 상호 계를 검토

하고자 한다.

3. 결과
 

Fig. 1과 Table 1.에 각각 제시한 단면형태  실

험조건을 상으로 구조물 상부에 치한 상치콘크

리트 면에 3cm 간격으로 4개의 압계를 부착하

여 충격 압을 계측하 으며, 면의 양 끝단에 2개

의 압계를 부착하여 양압력을 계측하 다. 그리고 

각각의 압계로부터 1KHz로 압의 시계열 자료

를 독취하 으며, 압의 시계열에 포함된 noise를 

Butterworth filter를 사용하여 제거하 다.

상치콘크리트 면에 부착된 4개의 압계로부터 

계측한 압을 직사각형법칙(Martin et al. ,1999)으

로 분하여 수평 력을 구하 으며, 연직 력은 상

치콘크리트 면에 부착된 2개의 압계로부터 계

측한 양압력을 사다리꼴형법칙(Losada et al. ,1993)

으로 분하여 연직 력을 계산하 다.

Fig. 2  Fig. 3에 도시한 압  력의 시계열

은 체 실험조건 에서 표 인 실험CASE의 실

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2.  Table 3.은 수

평 력이 최 가 되는 순간의 수평 력  연직

력 값을 실험조건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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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13cm, T=2.2s,  Rc=13cm에서 파력의 시계열(irregular wave)

Table 2. 수평 및 연직방향의 최대파력(Regular Waves)

Rc (cm) H (cm) T (s) FH (kg/cm) Fv (kg/cm)

Regular
waves

11

13
1.6
1.9
2.2

0.076
0.104
0.111

0.066
0.086
0.096

14
1.6
1.9
2.2

0.097
0.121
0.132

0.086
0.095
0.101

15
1.6
1.9
2.2

0.111
0.148
0.169

0.095
0.108
0.113

12

13
1.6
1.9
2.2

0.055
0.065
0.089

0.083
0.096
0.118

14
1.6
1.9
2.2

0.068
0.089
0.099

0.091
0.104
0.122

15
1.6
1.9
2.2

0.086
0.106
0.112

0.107
0.113
0.129

13

13
1.6
1.9
2.2

0.042
0.057
0.079

0.081
0.092
0.113

14
1.6
1.9
2.2

0.065
0.081
0.092

0.088
0.098
0.120

15
1.6
1.9
2.2

0.076
0.100
0.106

0.097
0.108
0.127



Table 3. 수평파력이 최대가 되는 순간의 수평파력 및 연직파력(Irregular Waves)
Rc(cm) H(cm) T(s) FH(kg/cm) Fv(kg/cm)

Irregular
waves

11

11
1.6
1.9
2.2

0.150
0.171
0.185

0.103
0.122
0.181

12
1.6
1.9
2.2

0.163
0.175
0.197

0.122
0.132
0.191

13
1.6
1.9
2.2

0.173
0.196
0.218

0.136
0.141
0.210

12

11
1.6
1.9
2.2

0.148
0.157
0.176

0.138
0.149
0.196

12
1.6
1.9
2.2

0.161
0.169
0.190

0.146
0.156
0.221

13
1.6
1.9
2.2

0.190
0.194
0.212

0.154
0.165
0.240

13

11
1.6
1.9
2.2

0.141
0.149
0.170

0.136
0.148
0.171

12
1.6
1.9
2.2

0.150
0.159
0.179

0.139
0.154
0.182

13
1.6
1.9
2.2

0.169
0.176
0.195

0.148
0.159
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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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5 MW

Rotor orientation,

configuration

Upwind,

3 blades

Rotor, hub diameter 126m, 3m

Hub height 90m

Overhang, shaft tilt,

precone
5m, 5°, 2.5°

Rotor mass 110,000 kg

Nacelle mass 240,000 kg

Tower mass 347,500 kg

coordinate location 

of overall center of

mass (CM)

(-0.2m, 0.0m, 64.0m)

부유식 풍력 터빈의 랑 응답 해석

Wave Response Analysis of Floating Wind Turbine

김근재1, 김동 2, 이상근3

 Geun Jae Kim1, Dong Hyawn Kim2 and Sang Geun Lee3

1. 서 론

재 정부에선  ‘ 탄소 녹색성장’을 표명하고 이를 

실 시키기 한 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은 2050

년에 신재생 에 지의 비 이 체 에 지 력 소요량

의 20%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풍력 

발  련 기술은 이미 실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보다는 풍력 터빈의 가화와 형화  보  확

에 치 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국토의 소로 풍력 

터빈을 설치 할 공간이 부족하고, 풍황이 좋은 해안은 

자원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므로 규모 풍력단

지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더 나은 풍력에 지원의 확보와 

아울러 규모 풍력단지의 조성을 하여 부유식 풍력 

터빈의 구조 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 랑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부유식 풍력 터빈으로는 2009

년 Jonkman et al.의 연구를 토 로 부유식 풍력 터빈의 

제원을 선정하 다. 부유식 풍력 터빈은 막 한 부력과 

보조 이블, 부유식 랫폼을 연결하는 상부구조(풍력 

터빈)의 강성 등을 이용하여 부유식 랫폼에 작용하는 

고정하 과 활하 을 지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부유

식 랫폼에 작용하는 환경하 으로는 랑하 , 풍하

, 지진하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주된 하

인 랑하 이 작용하는 경우에 한 부유식 풍력 터

빈의 동 해석을 수행하 고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동 특성과 가해지는 랑하 을 사용하여 

임의의 시간에 한 부유식 풍력 터빈의 거동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2. 부유식 풍력 터빈의 구성

2.1 풍력 터빈
풍력 터빈은 크게 블 이드, 허 , 나셀, 타워 이 게 

4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Jonkman et 

al.(2009)가 제시한 NREL Offshore 5-MW Baseline 

Wind Turbine을 모델링하 다.  

    Table 1. NREL 5-MW 풍력 터빈의 제원

2.2 부유식 플랫폼
부유식 풍력 터빈의 랑 응답 해석을 수치 으로 검

증하기 하여 부유식 랫폼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

고 활용된 부유식 랫폼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Jonkman et al., 2009). 선행된 연구에서 선정된 

세 가지 유형의 부유식 랫폼을 유한요소 범용 로그

램인 Ansys V12.0을 활용하여 모델링하 다. 수행한     

모델의 제원은 Table 2에 표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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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세 가지 유형의 부유식 플랫폼 제원

MIT/NREL TLP
OC3-Hywind

 Spar Buoy
ITI Energy Barge

Diameter or 

width x length
18 m 9.4 m 40 m x 40 m

Draft 47.89 m 120 m 4m

Water displacement 12,180 m³ 8,029 m³ 6,000 m³

Mass, including ballast 8,600,000 kg 7,466,000 kg 5,452,000 kg

CM location below still

 water level (SWL)
40.61 m 89.92 m 0.282 m

Roll inertia about CM 571,600,000 kgㆍm² 4,229,000,000 kgㆍm² 726,900,000 kgㆍm²

Pitch inertia about CM 571,600,000 kgㆍm² 4,229,000,000 kgㆍm² 726,900,000 kgㆍm²

Yaw inertia about CM 361,400,000 kgㆍm² 164,200,000 kgㆍm² 1,454,000,000 kgㆍm²

Number of mooring lines 8(4 pairs) 3 8

Depth to fairleads, anchors 47.89 m, 200 m 70 m, 320 m 4 m, 150 m 

Radius to fairleads,

anchors
27 m, 27m 5.2 m, 853.9 m 28.28 m, 423.4 m

Unstretched line length 151.7 m 902.2 m 473.3 m

Line diameter 0.127 m 0.09 m 0.0809 m

Line mass density 116 kg/m 77.71 kg/m 130.4 kg/m

Line extensional stiffness 1,500,000,000 N 384,200,000 N 589,000,000 N

Fig 1. MIT/NREL TLP, OC3-Hywind spar 

buoy, and ITI Energy barge Platforms(좌측부터)

2.3 모델링
Ansys workbench V12.0를 활용하여 풍력 터빈의 모

델링을 수행하 고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 모

델을 구 하 으며 Ansys AQWA Diffraction을 수행

하기 해선 구조물의 질량 심과 성모멘트가 필요

하므로 Ansys workbench V12.0에서 Fig 3과 같이 정

해석을 수행하 다.

3. 파랑 스펙트럼

 랑 스펙트럼(Wave spectrum) 하여 랑 측 

기록의 해석이나 이론  고찰에 기 해서 많은 식이 제

Fig 2. Pierson-Moskowitz 및 JONSWAP 

Wave Spectrum

안 되어져 있는데, 그  표 인 것들  본 연구에서 

는 Pierson-Moskowitz Spectrum(Hasselmann, 1973)

과 JONSEWAP Spectrum을 사용 하 고 , 스펙트럼에 

필요한 유의 고는 5m, 의 주기는 10s로 설계 를 

완성하 고 JONSWAP Spectrum은 2003년 국 표

(BS 6349-1:2000, 2003)으로 지정된 default 값을 활용하

여   = 0.0081,  = 3.3을 사용하 다. 그 결과는 Fig 2

이다.

4. 수치 해석

부유식 풍력 터빈의 랑 응답 해석하기에 앞서



NREL 5-MW wind turbine 

on the MIT/NREL TLP

NREL 5-MW wind turbine 

on the OC3-Hywind

 Spar Buoy

NREL 5-MW wind turbine 

on the ITI Energy Barge

coordinate location 

of overall center of

mass (CM)

(-0.015m, 0.0m -18.9m) (-0.018m, 0.0m -77.993m) (-0.02m, 0.0m 7.45m)

Roll inertia about CM 8,454,000,000 kgㆍm² 20,600,000,000 kgㆍm² 4,470,000,000 kgㆍm²

Pitch inertia about CM 8,454,000,000 kgㆍm² 20,600,000,000 kgㆍm² 4,470,000,000 kgㆍm²

Yaw inertia about CM 357,700,000 kgㆍm² 153,400,000 kgㆍm² 1,656,000,000 kgㆍm²

Ansys AQWA에서 필요로 하는 질량 심과 성모멘

트의 값을 구하여야 하며, 그 값은 Fig 3에 표 된 

Ansys Workbench V12.0에서 수행한 정  해석으로 구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결과에서 나온

Table 3. 정적 해석 결과

        

         Fig 3. 부유식 풍력 터빈의 정적해석

Fig 5. ANSYS AQWA를 이용한 OC3-Hywin

d Spar Buoy 동적해석

                                                                                         

질량 심(CM: center of mass)의 좌표와 질량 심에

서의 성모멘트(Moment of Inertia) 값을 사용하며,  

Table 2에 나와있는 보조 이블의 정보를 입력하고 

Fig 2에 도시된 랑 하 의 진행 방향은 부유식 풍력 

터빈의 정면 즉  X 방향으로 랑 하 을 주었으며, 동

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풍력 터빈에 랑 하  작용할 

                         

Fig 4. ANSYS AQWA를 이용한 MIT/NREL 

TLP 동적해석                                                               

                                                                                        

Fig 6. ANSYS AQWA를 이용한 ITI Energy 

Barge 동적해석                                 

                                                                                        

때 부유식 풍력 터빈의 동 특성을 악하기 해  

랫폼 유형별 X, Y, Z축의 변 (Surge, Sway, Heave)  

회  변 (Roll, Pitch, Yaw)를 산출하 다.



 Fig 7. OC3-Hywind Spar Buoy의 X, Y, Z 축 

방향 변위

Fig 8. OC3-Hywind Spar Buoy의 X, Y, Z 축 

방향 회전 변위

Fig 9. 세 가지 부유식 플랫폼의 Z 축 방향 

변위(Heave)

Fig 10. 세 가지 부유식 플랫폼의 Y 축 방향 회전 

변위(Pitch)

5. 결론

랑하 에 의한 부유식 풍력 터빈의 동 해석  수행 

하여 부유식 풍력 터빈의 동 거동의 변 를 산정 하

다. 해석 결과 세 가지 부우식 랫폼 유형 모두 Z 축 방

향(Heave)과 Y 축 회  변 (Pitch)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을 볼 수 있다. 한,  세 가지 부유식 랫폼 유형  Z 

축 방향 변 (Heave)는 OC3-Hywind Spar Buoy가 가

장 큰 변 를 보 고, Y 축 방향의 회  변 (Pitch)는 

ITI Energy Barge가 가장 큰 변 를 보 다.  그 이유로

는 ITI Energy Barge의 형상은 푼툰형 랫폼으로  

면 이 넓고 수면에서 비교  가까워 형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걸 Fig 10에서 알 수 있다. 세 가지 유

형  MIT/NREL TLP 랫폼이 가장 안정 인 거동을 

보여주는 걸 Fig 9와 Fig 10을 보고 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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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방재시스템의 해역별 괴특성

The Study of Destruction Mechanism of Rubble Mound Breakwater

황철민1, 조 진2, 조용 3

 Cheul Min Hwang1, Young Jin Cho2 and Yong Jun Cho3

1. 서 론

우리나라 어항을 보호하는 방 제의 98% 이상이 경

사식 방 제로 시공되어 있다. 

기존의 경사식 방 제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 

부분이며, 설계 랑 이상의 랑 내습 시 손 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경사식 방 제들의 괴원인

을 분석해 보면 태풍과 지속 인 계 풍에 의해 발생하

는 폭풍 의 향이 지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근 속히 진행 인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수

년 사이에 발생된 태풍으로 인해 거칠어진 해양환경으

로 인해 어항 방재 시스템은 구조  결함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간과되

어온 반사 의 회 로 인한 방 제 두부에서 형성되는 

거친 동계로 두부 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태풍

에 의해 발생되는 랑은 종래에 설계 보다 훨씬 큰 

과 랑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은 

방 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

다. 경사식 방 제의 제체 압결정을 한 수치해석

(성상 과 인식, 2004), 경사식 방 제의 설계 개선에 

한 연구(이 석, 2002)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지역 으로 제한된 범  안에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 하여 태풍 

 폭풍 의 향을 해역별, 지역별, 계 별 편차를 보

이는 것을 토 로, 피해에 한 황을 해역별로 구분

하고 각 해역별 피해형태를 표할 수 있는 표 항들

을 선정하여 사석식 경사방 제의 피해 조사를 체계

으로 수행한후 이를 기 로 우리나라 어항 방재 시스템

의 개선책을 제기하고자 하 다. 

2. 국내 방파제 현황 조사 및 피해사례 분석

2.1 국내 방파제 현황 조사
방 제는 Fig. 1과 같이 기본 으로 구조형식에 따라 

크게 경사제, 직립제, 혼성제, 소 블록제, 그리고 기타 

형식 방 제 등으로 나  수 있다.

방파제

경사제
사석식 경사제

블록식 경사제

직립제

케이슨식 직립제

블록식 직립제

셀룰라 블록식 직립제

콘크리트 단괴식 직립제

혼성제

케이슨식 혼성제

블록식 혼성제

셀룰라 블록식 혼성제

콘크리트 단괴식 혼성제

소파블록 피복제

기타 형식 방파제

Fig. 1 구조형식에 따른 방파제의 구분(해양수산부, 1999)

본 논문에서는 조사 상항을 1976년부터 조사한 자

료(해양수산부, 2005)를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석

식 경사방 제가 설치된 항으로 하 으며, 해역별로 동

해안 19개항(38개 방 제), 남해안 27개항(60개 방

제), 서해안 11개항(16개 방 제)로 총 57개항(114개 방

제)에 해 조사하 다.

2.2 피해사례 분석
 1976년에서 2005년까지 30년간의 피해사례자료에 

의하면 총 57개항에 192건의 사석식 경사방 제 피해

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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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형태  소 공의 피해가 32.29%로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상부공의 피해가 23.44%, 사석

공 20.31%, 피복공 17.71%, 근고공 3.65%, 그 외 기타 

2.60%의 순이다. 

피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항이 체 발생횟수의 

53.45%로 반복 피해사례가 많고, 설계 고 이하의 고

에 의한 피해 사례도 체 발생횟수의 10.62%에 해당되

는데 이러한 상은 방 제 면을 따라 형성되는 연

로 인한 두부에서의 랑에 지의 집 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설계주기보다 큰 주기의 랑내습에 의

한 것으로 단된다.

기상요인별, 내습 고별, 피해형태별 피해사례를 각 

해역별로 Fig. 2~4에 도시하 다.

<동해> <남해> <서해> 

Fig. 2 내습파고별 피해사례

<동해> <남해> <서해> 

Fig. 3 기상요인별별 피해사례

 
<동해>                   <남해>

          <서해> 

Fig. 4 피해형태별 피해사례

방 제 피해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기상요인은 태

풍에 의한 고 랑 내습으로 나타났다.  해역별 피해사

례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상 으로 서

해에서는 동 기 계 풍  기압에 의한 기상해일의 

향도 꽤 높은 비율(31.25%)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태풍의 주 진로상에 놓여 있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90%이상이 태풍에 의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동해에서 

일부 동 기 계 풍에 의한 피해(8.11%)는 동계 강한 

북서풍이 장시간 지속되어 동해안 쪽에서 상당히 높은 

가 되고 해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

된다. 

내습 고별로 살펴보면 남해안에서 설계  이상일 

때가 53.33%로 미 측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높은 피해

율로 검토되었고 동해안과 서해안에서는 각각 35.14%, 

43.75%로 남해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만큼 남해안에서는 태풍에 의한 설계 이상의 랑이 

많이 내습하는 까닭으로 단된다. 동․남해안의 경우 

미 측 사례의 변수가 있으므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

는 불분명하다. 방 제의 고 측시스템이 많이 부족

하고 목측에 의한 사례가 많으므로 자료의 신뢰도는 다

소 낮은게 실이다.

피해형태별 피해 시설 수는 랑이 높은 동해와 남해

에서 소 공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모든 해역에서 소

공, 피복공, 사석공의 피해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

다. 이는 경사식 방 제의 구성상 력이 직  작용하

는 소 공이나 피복공에 피해가 발생하면 상부공, 사석

공, 기 공 등의 연쇄  피해에 의해 복합 으로 피해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열거한 방 제 피해사례의 피해원인은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으며 태풍, 설계 고의 과소평

가, 시간경과에 따른 내구력 약화, 사석 량 부족 등으

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해역별 파괴특성 분석

해역별 괴특성  원인을 분석하기 해 덕산항(동

해), 가거도항(남해), 모항항(서해)을 해역별 상 항으

로 선정하여 그 차이 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각 3

개항을 상항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피해가 발생한 

항으로 피해 지 조사가 상세히 이루어져 비교분석이 

용이하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동해 덕산항 북방 제는 1990년 완공된 연장 350m

의 T.T.P로 피복된 사석식 경사제로 S10°W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최근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진 으로 

발생한 괴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구조물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항외측 T.T.P의 손이 일부 증가

했고, 상치콘크리트의 상부 손(소 기능의 조로 내

습 랑의 력이 상치콘크리트에 향을 미치기 시작

했다는 추론을 가능  한다.)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시

간이 경과하면서 후면부 피복석의 흐트러짐도 나타나



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 항내측 피복석의 괴가 확연

히 들어나면서 2008년부터 근고block의 거동이 측되

었고 최근 침하와 도의 발 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

다.

이러한 측결과를 근거로 괴특성을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Hudson식에 근거해 설계결과 다소 과소하게 

설계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추론은 방 제 면부 

평균수면 인근에서 단 피복재의 부분  괴와 이에 

따른 단 피복재의 이탈, 그리고 순차 인 sliding과 이

로 인해 소 능력의 감소로 인한 월 량의 증  그 결

과 후면부의 월 된 수입자의 자유 낙하 혹은 수충으로 

인한 후면부의 소실 연이은 근고block 의 침하로 나타

나는 특성을 보인다(PHASE Ⅳ). 이 게 내구력이 하

된 방 제는 설계 고 이하의 기상해일의 내습으로도 

충분히 상부공의 괴, 활동, 도로 확  이 될 수 있

음을 짐작  한다. 그 표 인 사례로 임원항 동방

제의 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98년도의 수심자료와 2007년도의 수심도를 

비교 해보면 방 제 제간부 쪽에선 수심이 증가하 고, 

두부 쪽으로 갈수록 차츰 수심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굴부와 퇴 부가 형성되고 수심의 변화

는 최  약 1.0m 변화했다. 방 제에 비스듬히 입사되

는 랑은 세굴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방 제

와 나란한 방향으로 도랑을 형성시키고 도랑의 간격은 

울의 장과 주기에 종속하게 된다. 해수입자의 강한 

궤도운동에 의해 기 부에서 해사는 부유되고 부유된 

해사는 랑의 순 질량이송에 의해 이송된다. 이러한 

이송으로 인해 두부인근에는 평소보다 많은 토사가 공

되어 기 부 표고는 상당량 상승된 것으로 측된다

(PHASE Ⅲ). 

비스듬히 입사하는 랑에 의해 연안류의 흐름이 발

생하며, 연안류의 발달은 방 제 면수심과 해 경사

의 변화를 래하고 이러한 구조물 주변의 지형변화는 

쇄 수심의 변동과 월 고  월 량의 증가, 피복재의 

소요 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건설 당시의 설계조건과 

상이함을 보임으로써 구조물에 상당한 악 향으로 작

용하여 된 피로는 단 피복재의 괴에서 반에 

걸친 괴로 확  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 북방

제는 주 향 E에 한 S10°W방향으로 배치되어 주 

입사 는 효과 으로 차폐될 수 있으나 최근 입사 랑

의 부분반사로 형성되는 반사 의 추가  회 로 인한 

랑에 지의 항내 유입은 Fig. 5와 같이 내구력이 떨어

진 항내측 취약부에 집 하고 괴의 과속화로 이어지

는 향력을 지닌 외력으로 작용하는 괴  특성을 지

닌다. 

Fig. 5 Schematic sketch of the diffraction of reflected 
waves that potentially endanger the head of break water

 가거도항 방 제는 2008년 완공된 이래 수 차례의 

태풍피해를 입었다. 1978년 최  시설계획시 설계 고 

4.7m, 주기 12  으나, 1984년 설계 고 6.5m~6.7m

로 재수정하여 25~32Ton  T.T.P 피복단면으로 방

제를 축조하던 , 1985년 제9호 태풍 LEE 와 제20호 태

풍 BRENDA 내습으로 막 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

라 설계 고 재추정(1986년), 개발타당성조사(1989년), 

정비계획(1996년) 등을 통해 설계 고 8.3m, 주기15 , 

피복재를 64Ton  T.T.P로 상향하여(피해율 5%로 

용) 2000년 방 제가 500m 완공되었으나, 그 해  제10

호 태풍 라피룬 내습(최 풍속 47.4m/s, 4시간지속)

으로 방 제 두부구간 64m가 유실되고 제간부가 436m 

부분 손의 태풍피해를 입었고 2002년 제5호 태풍 라

마순 내습(최 풍속 31m/s)으로 상치콘크리트 도, 

T.T.P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 다. 태풍에 의한 막

한 피해 발생시 모두 설계 고 보다 높은 내습 고가 

추정, 측 되었다( 라피룬:10~11m, 라마순:8~12m). 

태풍피해 복구시 이러한 설계 고 이상의 과확률 

랑이 내습하는 고 랑 해역의 방 제 두부구간임을 감

안하여 피복재를 108Ton Cube Block 으로 보강하 다.

 최근 2010년 9월에 발생한 제7호 태풍 곤 스의 내

습(최 풍속 50m/s, 최 고 9.1m)으로 T.T.P Sliding 

 유실, 두부구간 Cube Block의 일부 이탈과 거동이 

측 되었다. 지리 으로 태풍의 길목에 치한 가거도

항은 태풍에 직  노출되므로 태풍에 의한 다방향 입사

와 장 를 동반한 과확률 랑으로 피해를 발생시

킨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변하는 다방향 랑은 

방 제에 비스듬히 근하며 부분반사 와 입사 가 

첩된 복잡한 동계가 형성되어 피복재에 강한 력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게 태풍 이상 랑에 

노출된 평균해수  에 거치된 단 피복재는 움직임

이 나타나고 거동에 따른 피복재의 상호작용에 의해 

괴되면서 소 기능의 상실과 소요 량의 부족으로 피

복재는 더 아래쪽으로 려내려 간다. 태풍 의한 가거

도항 방 제의 괴특성은 Phase Ⅱ로 보인다. 

모항항 북방 제는 2001년도에 완공된 연장 480m의  



T.T.P로 피복된 사석식경사제로 SW방향으로 배치되었

고 지형 으로 외해에 개방되어 있어 내습 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동계에 부는 지속  계 풍의 

향과 강한 기압 통과시에 발생하는 고 랑의 내습은 

구조물에 상당한 damage로 작용한다.

방 제로 내습하는 랑은 방 제의 두부나, 우각부

(변곡부)에서 랑에 지 집 상이 나타난다. 방

제 두부의 피해는 두부쪽으로 랑이 굴 되면서 랑

에 지가 집 되어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방 제 면의 두부에서 회 에 의한 에 지의 요

동으로 피해가 가 된다고 이해 할 수 있겠다(조용  

등 2005). 따라서 모항항 북방 제 피해의 경우도 이러

한 사례로 보인다. 2007년 1월에 강풍을 동반한 랑의 

내습으로 평균해수  부근의 단 피복재의 손으로 

상부사면의 피복재와 어깨부의 피복재가 자리를 이탈

하여 피복층이 노출 되었다. 사면상의 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력의 직 작용에 의한 괴로 가거

도항 방 제의 경우와 흡사한 형태로 임의 역에서의 

피복석수에 한 임의 역에서 이동한 피복석수의 

비율로 정의되는 피해율(손병규와 류청로 2001)의 차

이가 있을 뿐이다(PHASE Ⅰ). 이러한 피해율의 차이는 

태풍에 의한 다방향 입사 가 동계계 풍에 의한 일방

향 입사  보다 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 측을 토 로 분석한 해역별 3개항에 한 

괴모드는 경사제 제체의 안정성에 요하며, 입사 랑

의 특성과 직 으로 련이 있는 네 개의 괴모드로 

설명된다. 즉, 첫째 경사제 면에 거치된 피복재의 부

분  일탈(PHASEⅠ), 둘째 침식률 30% 이상의 피복석 

일탈(PHASE Ⅱ), 셋째 기 부 침식이 방 제 사면의 

Sliding과 병행하는 경우(PHASE Ⅲ), 넷째 소 기능의 

하와 이로 인한 월  수괴의 수충력으로 인한 배후면 

근고블록의 일탈(PHASE Ⅳ)로 정의 할 수 있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모두 경사제 면에 거치된 

피복재의 괴인 PHASE Ⅰ 에서 시작하는 공통된 특

성을 가진다. 이후 단계 으로 발 된 괴모드의 이

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해역별 특성의 차이를 조 씩 가

진다. 동해안의 괴특성 요인들로 경사입사 , 주변 

해 지형의 변화를 언 했고 남해안은 태풍에 의한 다

방향 입사 , 서해안은 동계 계 풍에 의한 내습 를 

주요인으로 추론했다. 기상  요인으로 태풍의 향은 

가장 강력한 괴 원인으로 작용하며 태풍의 진로상 다

수의 통과확률을 갖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PHASE 

Ⅲ, Ⅳ의 괴가 자주 나타났고, 그 지 않은 서해안에

서는 PHASEⅠ의 괴모드를 보이는 경향이 우세하다. 

4. 결 론

우리나라는 지형 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

가로서 동해, 남해  서해의 해안특성이 서로 다르므

로 해안구조물의 괴특성에도 차이 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에 기 하여 해역별 사석식 경사방 제의 괴

특성을 분석하 다. 

해역별 사석식 경사제의 괴는 동․서․남해안 공

히 경사제 면에 거치된 피복재의 괴가 그 기작이 

된다(PHASE Ⅰ). 이후 단계 으로 발 된 괴모드의 

이가 발생하는데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PHASE 

Ⅲ,Ⅳ의 괴모드를 띄며, 서해안에서는 PHASE Ⅰ의 

괴모드 경향이 우세하다.  선정된 해역별 사례 3개항

에 해서는 동해안의 덕산항 북방 제는 PHASE Ⅱ,

Ⅲ,Ⅳ의 괴모드가 나타났으며, 남해안 가거도항 방

제는 PHASE Ⅱ 괴모드의 형태를, 서해안 모항항 북

방 제는 PHASE Ⅰ의 괴모드 특성을 가진다. 

이런 피해 구조물의 보수․보강공사는 여러 가지 여

건에 의한 원상복구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거칠어진 해양환경과 국부  순환

계의 괴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반복피해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있어 우선 피해상황에 

한 자료축척이 상세히 이루어져야 하고 일률  원상복

구가 아닌 각 해역별 괴 특성을 고려한 근본  책

으로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반복피해의 감소와 산낭

비를 여 국가 으로 큰 경제  이득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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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유탄성 부유식 구조물의 운동에 한 방 제의 향

Effects of Breakwater on Motions of an Elastic Floating Structure in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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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의 메가 로트 연구조합과 한국의 연구자들은 

길이 5km, 높이 5m인 바아지식 형태의 부유식 해상공

항 개발을 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런 형태

의 구조물은 형태는 단순하지만 랑에 의한 운동에 취

약하므로 구조물 주 로 방 제를 둘러싸서 입사 랑

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바아지식 부유 구조물에 한 

운동응답을 계산하기 해 방 제에 의한 효과를 포함

한 동유체력을 도출하는게 필요하며 동시에 구조물의 

탄성 변형을 고려함으로서 랑에 의한 구조물의 운동 

응답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 제를 고려한 바아지

식 부유 구조물에 한 연구는 일본의 메가 로트 기

술 연구조합의 연구과제로서 처음으로 수행되어 왔다 

(Nagata et al., 1999; Utsunomiya et al., 1998; Ohmasu, 

1999).   국내에서도 메가 로트 연구가 수행된 이후 방

제를 고려한 연구가 일본에 이어 일부 수행되었다

(Le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소오스-다이폴 분포법을 사용하여 방

제를 포함한 일반화된 방사문제를 해석하 고, 방

제의 산란 문제는 유체 역을 방 제 면  후면 두

부분으로 나 어 수치 정합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한 방 제 후면의 산란 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방

제를 고려한 부유식 구조물의 산란문제를 계산하 다.  

본 연구의 검증을 해 일본에서 수행된 이 의 실험

치와 비교하여 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산 

로 길이가 1000m 인 부유식 구조물을 사용하여 입사

하는 랑의 입사각, 주기를 바꾸어 계산을 수행하 고 

방 제가 없는 경우의 계산과 비교하여 방 제가 구조

물의 유탄성 응답에 미치는 향에 해 토론하 다.

2. 문제의 정식화

본 계산의 모형은 Fig.1에 보여진 것 처럼 방 제를 

가진 사각형 부유식 평 이 도입된다.  방 제의 길이

는 유한하고 수심은 모든곳에서 일정하며 h로 표기된

다.  좌표계의 원  o는 정수면 의 구조물 심에 농

이고 x축과 y축은 수평면에 놓이고 z축은 상방으로 향

한다.  구조물의 길이 2a, 폭 2b인 사각형 형태이고 흘수 

d는 아주 작다.

                               region 1          incident wave 

                                         y                   
                                                               
             n                                         n

      region2           2b           o        S                              x

                                                2a     

                                   n                  

                                                    z

                                                                       breakwater

                                d            o                                      x

                  h   region2      n   S                region1  

Fig.1  Definition Sketch

유체는 이상유체라는 가정하에 속도포텐셜 

 은 시간에 조화 함수이며 구조물과 

련된 속도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1)

하첨자 s는 방 제 후면의 산란  성분을 타나태며 j

는 복소 진폭 와 운동의 j번째 모드의 방사성분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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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의 변형  은 자유진동에서 자

유보의 고유 모드에 의한 확장에 의해 근사되며 x방향

의 모드는 다음과 같다.

 


∞

  


∞




∞

         (2)

     


                                                    (3)

  















 


                 (4)                                                                                    

  

  















 


                                                                                      (5)

                                        (6)

(6)에서 은 양단이 자유인 보의 고유치를 나타낸

다.  Fig.1에서 유체 역은 두 역으로 분리하고 역 1

은 방 제의 바깥쪽 역을 나타내며 역 2는 방 제 

후면을 나타낸다.

방사문제를 계산하기 해 역 2에서 다음과 같은 

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방사 포텐셜을 구하 다.













                (7)

where   ; surface of a floating plate

             ; breakwater surface of region 2

는 유한수심에서 동요하는 그린 함수이며 x

는 측 이고 는 소오스 이다(Lee et al., 2000).

산란 문제를 해석하기 해 역을 2 부분으로 나

어서 수치정합 함으로서 의 경계조건을 구할 수 있

다.  우선 방 제 면 역 1에서 산란 문제를 해석하

면 다음과 같은 경계 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where                                                      (9)

  








                                                                                    (10)




                                                                                    (11) 

   ; incident wave angle

; breakwater surface of region 1

    

Fig.1에서 선은 역 1과 역 2의 정합면을 나타

내며 정합면()에서 포텐셜과 포텐셜의 법선 방향 미

분치는 다음과 같다.

 











                 




              (12)

  
















                    







       (13)

역 1에서 (12), (13)으로부터 구한 결과를 역 2의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역 2에서 산란 문제를 계산하

는 분 방정식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4)

where 





     on                             (15)

                                                                                     

 ; matching surface of region 2 

역 2에서 구한 산란 포텐셜을 가지고 역 2의 각 

경계면에서 법선 방향 미분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6)

                 on                           (17)

산란 문제에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경계조건을 구하

기 해 (16)에서 계산된 법선 방향의 미분치를 이용하

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산란 포텐셜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8)

 

(1)에서 첫째항 포텐셜 는 (18)에 의해 구해지며 둘

째항 포텐셜 는 (7)에 의해 도출된다.  사각형 형태의 

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범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19)

 where 



                                           (20)  

 

여기서 는 Young's modulus 이며, 는 Poisson's 

ratio이며,  는 의 질량 분포이며, 는 

에 작용하는 동 유체 압력이며 (1)로부터 도출된다.  

(19)에 변분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21)

(21)에서 (2)를 입하면 의 수직 변 를 계산할 수 

있고 굽힘 모우멘트는 Lee et al.(2002)의 문헌을 참고하

면 구할 수 있다.

3. 결과

본 논문의 계산 모델은 길이가 1000m, 폭 200m, 흘수 

1.5m, 강성계수  ×이다.  해양의 수심

은 60m, 방 제의 길이 1400m, 구조물의 앞쪽과 방

제 사이의 거리는 200m이며 계산에서 방 제의 두께는 

무시하 다.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해 

본 논문의 계산과 방 제 후면의 평 에 한 실험 결

과와 비교된다.  실험은 일본의 해양공학수조에서 수행

된 결과이며, 일본 수조의 제원은 길이 40m, 폭 27m, 깊

이 2m이며 실험 구조물의 척도비는 1/100이다(Nagata 

et al., 2003).

Fig.2 와 Fig.3 은 입사  주기 14sec, 랑 입사각 90, 

45 deg인 경우에 하여 y=100, 0, -100m에서 수직 변

 진폭의 길이 방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는 체로 일치하는 것을 보여

다.  의 결과로부터 방 제가 있는 경우에 구조물의 

운동이 히 어들며, 랑 입사각 45deg 의 경우로

부터 알 수 있듯이 가능한 입사 랑이 구조물에 직  

노출 되지 않는  것이 효과 이라 생각된다.  

Fig.4는 랑 주기 14, 18, 20sec인 경우 랑 입사각 

90deg에 하여 수직 변  진폭의 길이 방향 분포를 도

시하 다.  주기가 증가하면 방 제의 효과가 감소하여 

운동이 증가하며 운동을 일려면 방 제의 길이를 증

가시켜야 한다.

Fig.2 Amplitude of floating plate's vertical 

displacement(    )



Fig.3 Amplitude of floating plate's vertical 

displacement(    )

Fig.4 Amplitude of floating plate's vertical 

displacement(  )

4. 결론

본 논문은 소오스 다이폴 분포법을 사용하여 방 제

를 고려한 일반화된 방사문제를 해석하여 유체 압력을 

계산하 고 산란문제는 방 제 면과 후면의 포텐셜

을 수치정합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산란에 의한 압력

을 계산하 다.  구조물의 수직 응답 변 는 모드 해석

법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 다른 연구자에 의해 일본에

서 수행된 실험치와 비교하여 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해석방법은 방 제를 포함한 부유식 해상공항 설

계시에 직  이용될 수 있고, 설계 에 따라 방 제를 

히 설치하면 해상공항의 응답을 상당히 일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참고문헌

Nagata, S., Yoshida, H., Fujita, T. and Isshiki, H. 
(1997). The Analysis of the Wave-Induced 
Responses of an Elastic Floating Plate. Proc. Int. 
Conf. Offshore Mech. and Arc. Eng., Vol.4,, 93, 
163-169.

Utsunomiya, T., Watanabe, E. and Eatock-Taylor, 
R. (1998). Wave Response Analysis of a 
Box-Like VLFS Close to a Breakwater. Proc. 
Int. Conf. Offshore Mech. and Arc. Eng., Paper 
No 4331.

Ohmatsu, S. (1999). Numerical Calculation 
Method of Hydroelastic response of a 
Pontoon-Type VLFS Close to a Breakwater. 
VLFS'99, 805-811.

Lee, H.Y., Kwak, Y.K. and Park, J.H. (2002). 
Hydroelastic Responses for a VLFS to a 
Breakwater by the Velocity Potential 
Continuation and Singularity Distribution 
Method. J. of the Soc. of Naval Arc. of Korea, 
39(2), 11-18.

Lee, H.Y. and Shin, H.K. (2000). Analysis of 
Hydroelastic Response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with Shallow Draft. J. of Ocean Eng. 
and Tec., 14(2), 53-59.

Nagata, S.et al.(2003). Effects of Breakwaters on 
Motions of an Elastic Floating Plate in Waves.  
Int. Jour. of Offshore and Ploar Eng., Vol.13(1), 
, 43-51.



평면 개수로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수문의 통수성능 평가

Estimation of discharge capability of the sluice by physical experiment 

performed in a planar open channel

오상호1, 이달수2, 이 수3, 장세철4

Sang-Ho Oh1, Dal Soo Lee2, Kwang Soo Lee3 and Se-Chul Jang4

1. 서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에 지를 생산하

는 조력(潮力) 발 은 조석 에 지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고, 해상풍력 는 력 에 지 등 기타 신·재생 에

지원에 비해서 력 생산 규모를 측하기 쉽다는 장

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심을 

받고 있다. 재 올해(2011년) 상용 운 을 목표로 시화

조력발 소가 시공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로림만, 인

천만 등 서해안의 주요 후보지를 상으로 조력에 지 

개발에 한 타당성 조사  다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력발 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며, 련 기술

도 비교  잘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세계

으로 상용 규모의 조력발 소가 건설된 사례가 많지 않

기 때문에 조력발 의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성  안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기술개발의 여지는 여 히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그 에서도 해수의 유·출입 통로

가 되는 수문(sluice)은 발 량과 직결되는 유량 확보 

측면에서 높은 요성을 가지는 설계 상 구조물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문을 통과하여 유입되는 유량을 극

화시키게 되면 발  시 이용 가능한 용수량이 많아지

므로 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조력발 소 건

설 시 발 규모(목표 발 량)을 설정하게 되므로, 수문

의 통수 성능을 증 시키게 되면 목표발 량 달성에 필

요한 수문의 설치 수를 임으로써 그에 따른 공사비 

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조력발 용 수문의 통수성능 평가에 련된 

선행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국내의 경우에도 방조

제 는 에 사용되는 배수갑문 등에 한 연구보고서 

는 학술논문은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조력발 용 

수문의 수리특성에 한 연구 사례는 최근까지는 거의 

없었다. 시화호 조력발 소 건설이 본격 으로 추진되

기 시작하면서 이와 련하여 윤 등(2005a, 2005b) 등이 

실험  연구를 소개한 바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특정 

조력발 소 건설 사업과는 무 하게 효율이 높은 조력

발 용 수문 형상을 개발하기 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이 수행된 바 있다 (지식경제부, 2008).

이들 연구를 통해서 조력발 용 수문의 수리  특성

이 규명됨에 따라 련 업계에 종사하는 설계 담당자의 

지식과 경험도 어느 정도 축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

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여러 장 조건을 고려하여 설

계가 진행될 경우 여 히 불확실한 요소가 개입될 여지

가 남아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장에서

는 수문 구조물을 포함하는 역의 유동 상이 3차원

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수문의 통수 성능 검토가 2차

원 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수문 구조물 주변의 평면

 흐름 특성을 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2차원

으로 수행된 수리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를 용하

는 데에도 제한이 따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평면 개수로에서 수문의 통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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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sluice caisson and the apron

능을 평가하기 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고, 그로부

터 얻어진 기 실험 결과를 제시하 다.

2. 평면 개수로 수리모형실험

2.1 실험 시설
수리모형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모의실험

장 내 설치된 평면 개수로에서 수행되었다. 이 개수로

의 폭은 15.7 m, 체 길이는 21.6 m이며, 실험 가능 구

간의 길이는 18.9 m이다. 개수로 상류측에는 유량 유입

부가 있으며, 유입 이  시스템에 설치된 제어 밸

를 조작하여 유입 유량 조 이 가능하 다. 한편 개수

로 하류측에는 개수로 체 폭에 걸쳐서 웨어를 설치하

여 개수로 내 수 를 자유롭게 조 할 수 있도록 제작

하 다. 

2.2 모형 제작 및 설치
수문 통수성능 평가를 한 실험의 상으로는 인천

만 조력발 소 타당성 조사 사업에서 제안된 수문 형상

을 이용하 으며, Fig. 1에 측면도를 제시하 다.

조  지  측 외  해  측

SAND FILL

Fig. 1. Side view of the sluice caisson

평면 개수로의 규모  실험 수행 여건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실험 축척은 1/70로 결정하 다. 한편, 수문 

구조물이 놓이는 해  지반과 원 지반 사이의 구간은 

1:10 사면으로 설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험실 

환경에서 이를 재 하기 하여 Fig. 2에 보인 것처럼 

물받이(Apron) 구간을 포함하여 개수로의 바닥면을 제

작하 다.  

수문 이슨은 Fig. 1에 보인 형상을 실험 축척에 맞

게 투명 아크릴로 제작되었다. 모형 수문 이슨 내부

에는 게이트(gate)를 두어 필요에 따라 수문을 개방 

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 다. 수문 주변의 흐름  각 수

문 별 통과유량을 비교·평가하기 하여 수문 이슨을 

총 10기(5組) 제작하여, 평면 개수로 실험 구간의 앙

부에 설치하 다. 수문 이슨 좌·우측으로는 Fig. 3에 

보인 것처럼 연결구조물  조력 을 설치하 다. Fig. 

4에는 평면 개수로 내에 수문 이슨  연결구조물이 

설치된 사진을 제시하 다. 

Fig. 3. Plan of the sluice and connecting structures

Fig. 4. Sluice and connecting structures installed in 

the planar open channel

2.3 실험 조건
실험은 이달수 등(2008a)과 마찬가지로 실험유량  

외해측 조  조건을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졌다. 

실험유량은 수문 운  시 외해측과 조지측 사이의 조차

를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수문 10기를 통과하는 총 

유량이 장의 유량 범 에 상응하도록 다양하게 변화

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외해측 조  조건

은 인천만 조력발 소 타당성 조사사업 과정에서 수행

된 발  시뮬 이션 자료로부터 도출된 외해 조 의 히

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Fig. 5에 보인 것처럼 

외해 조 의 부분은 략 EL.(-)1  m에서 EL.(+)4 m  

범 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이 분석 결과를 토

로 실험 외해조 를 EL.(±)0.0 m, EL.(+)1.5 m, 

EL.(+)3.0 m의 3가지로 다르게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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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gram of sea water level

2.4 계측 방법
유량  수 를 평가하기 하여 자기식 유속계  

음 식 수 계를 사용하 다. 본 실험이 수행되기 

에 상류측에서 평면 개수로의 폭 15.7 m에 걸쳐서 0.5 

m 간격으로 총 31 에서 유속을 계측하여 유속면 법

으로 유입유량을 평가하 으며, 유량 공  이 에 설

치된 유량계의 지시값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

다. 유량 계측값과 유량계 지시값은 ±5% 이내의 편차 

범  내에서 잘 일치하 다. 한 수문 이슨 하류측에

서도 1 m 간격으로 유속을 계측하여 수문을 통과한 이

후의 공간  유속 분포 양상을 검토하 다.

수 는 수문 이슨 상류측에서는 3 지 , 하류측에

서는 7지  측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 다. 각 지  별

로 수 를 1분간 5회 반복 계측하여 그 평균값을 최종

수 로 결정함으로써, 계측 오차의 향을 가능한 이

려고 하 다. 이 게 평가된 수 로부터 이달수 등 

(2008a)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수두차  유량계수

를 평가하 다. Fig. 6에는 실험 경의 사진을 제시하

다. 한편, 각 수문 별 통과유량을 산정하기 하여 10

개의 수문 바로 앞에서도 수   유속을 계측하 다. 

Fig. 6. General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10개의 수문 면에서 측정된 유속  수  자료로부

터 각 수문 별 통과유량을 계측하고 이를 10개 수문 

체의 통과유량으로 나 어 유율을 계산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 보인 결과는 외해 조 가 

EL.(+). 1.5m 인 경우의 실험 자료를 평균하여 구해진 

값이다. 이 결과로부터 앙부의 수문의 경우 체로 

통과유량이 유사하며, 양 끝쪽으로 갈수록 수문의 통과

유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 측면에 치한 

수문의 통과유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력 에 막 서 

통과하지 못하는 유입수가 양 끝쪽에 치한 수문쪽으

로 이동하여 통과하게 되므로 국부 인 유속이 증가함

에 따른 상으로 악된다.

Fig. 7. Share ratio of the water discharge through 

the 10 sluice structures

한편, 10개 수문을 통과하는 체 실험 유량의 합으

로부터 수문 1개당 통과유량을 계산하여 수문 ·후면 

사이 낙차에 한 계를 고찰하 다. 외해 조 가 

EL.(+). 1.5m 인 경우에 한 분석 결과를 Fig.8에 제시

하 으며, 이 그림으로부터 낙차가 증가할수록 통과유

량이 거의 선형 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에 제시된 결과로부터 수문의 평균 유량계수를 계산해 

보면 략 1.4 정도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달수 등(2008b)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작은 값

인데, 이처럼 유량계수의 값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실험에서 사용된 수문의 형상이 다소 다르며, 이달

수 등(2008b)의 경우에는 평평한 바닥에서 실험이 수행

된 반면, 이번 실험에서는 수문 ·후면에 1:10 경사면

의 물받이(Apron)가 설치되어 지형 인 특성이 바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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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한 단면 수리모형실험과

평면 수리모형실험의 특성 차이도 실험 결과에 다소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이 부분과 련해서는 

보다 정 한 실험자료 분석  결과 해석에 한 연구

가 진행될 정이다.

Fig. 8. Relationship between Histogram of sea 

water lev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력발 용 수문의 통수성능을 평가

하기 하여 평면 개수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한 

기 결과를 제시하 으며, 기존에 수행된 단면 수리모

형실험의 결과와의 비교·검토 내용을 소개하 다. 

평면 수리모형실험 결과로부터 개별 수문 별로 총 통

과유량에 한 유율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

이 수행된 조건에서는 앙측 수문에 비해서 가장자리 

쪽에 치한 수문의 통과유량이 더 큰 것으로 악되었

다. 한편, 수문 유량계수의 값은 기존에 단면 개수로에

서 이루어진 실험 결과에 비해서 작게 평가되었다. 향

후 추가 실험  자료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종합 인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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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ep Draft Navigation과 국내항만   
진입항로 UKC기준의 개선 필요성

국내의 현행 입항기준은 결정적 방법의 靜的UKC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근거한 부산 신항과 

북항의 Deep Draft 선박의 입출항 시 안전수심 확

보를 위한 지체시간(waiting time 또는 down time)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5건이며 최근 들

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물동량에 따

른 船社의 요구로 컨테이너선박이 초대형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파나마운하의 12,000TEU 컨테

이너선 통항을 위한 확장공사가 2014년 8월 마무리

되면 미주노선에는 이에 상당하는 초대형 Deep 

Draft 선박의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2010년 9월 3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에  따라 부산 신항에 기항하는 10,000 TEU급 이

상 Deep Draft 선박 수는 현재 39척(총선량 대비 

3.5%)이지만 2015년에는 204척(총선량 대비 15.6%)

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초대형 

Deep Draft 선박의 흘수깊이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현재 14m에서 계속 증가하여 21m 이상까지 大深度
(Deep Draft)化하고 있다.

해협·연안항로·운하·항만의 진입항로와 같이 

얕은 수심의 제한된 수역의 항로에서 Deep Draft 

Navigation은 선박의 통항안전성과 항로접근성 문제

에 직면한다. 엄청난 건설비용문제로 항로수심도 제

약을 받는다. 안전에 대한 여유가 부족하면 항구항

로와 같은 얕은 수심에서 선저가 항로바닥과 접촉

(bottom touch)하는 교사(膠沙, grounding)사고가 생

긴다. 이와 같은 안전을 좌우하는 선저와 항로바닥

사이의 최소한의 안전한 여유공간(under keel 

clearance, 이하 UKC) 확보와 수심확보에 대한 건설

비용을 최적화하기위한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외국에서는 수심이 얕은 항로에서 Deep Draft 선

박이 최대만재흘수상태로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최소수심의 결정 또는 주어진 수심의 항로가 갖는 통

항능력을 극대화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선박별 최적 

흘수 결정을 위한 Deep Draft Navigation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결정적 방법의 입출항 

허용 흘수기준을 세계적인 모의해석결과와 비교하

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경제적이고 최적화된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국내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UKC결

정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대체한 확률적 

방법(Probabilistic Method)에 의한 UKC 모의해석방

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성과를 조사하여 살펴

보므로 모의해석기술에 대한 도입과 활용의 필요성

을 알리고자 한다.

2. UkC 해석 시스템

2.1 간단한 결정적 방법(deterministic 
method)의 한계

(가) 靜的 UKC(static UKC) 규정

어떤 고정된 유효수심/최대 정적흘수 비로 안전한 

수심을 결정하여 선박의 통항허가 기준으로 삼는 

간단한 방법을 결정론적인 방법이라 한다. 이 고정

比를 간혹 1.15를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1.10을 

1 발표자: 신구대학 / 교수/ hjpark@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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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이런 값들은 오직 잔잔한 수역에 대

한 값이며 만약 수로가 장주기 파랑에 영향을 받을 

경우는 1.3 또는 보다 큰 값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Fig.1에서 나타낸 것처럼 잔잔한 수역에서 정지한 

선박의 총UKC를 정적흘수로 나눈 값의 백분위(keel 

clearance percentage) 즉 정적흘수의 x%값으로도 

기준을 삼기 때문에 x% 규정(keel clearance 

percentage rule) 또는 靜的 UKC규정(static UKC 

rule)이라고도 일컫는다. 

U K C = X %  o f S ta tic  D ra ft

S ta tic  D ra ft in  s e a  w a te r

C h a n n e l
D e p th

P re d ic te d
T id e  H e ig h t

X %  A llo w s  F o r  :

-  T id e l R e s id u a l C h a n g e
- S q u a t
-  W a v e  R e s p o n s e
- S a fe ty  A llo w a n c e s

Fig.1 Keel clearance percentage

국내에서는 1995년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 (PIANC)가 제

시한 접근항로 설계지침(PIANC rule)에 근거하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05)”의 항

로수심 설계기준과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에서 

담당하는 해상교통관제(VTS)센터의 협수로 통항조선

(操船) 수칙에 적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결정적 방법인 정적 UKC 기준의 안전성에 대

한 한계

  Fig.2는 Marsden Point항 교사사고 전후 10% 

UKC 규정에 맞추어 입항한 61척에 대한 遡及해석

(retrospective analysis)결과를 순 UKC 추정치

(indicative net UKC)크기 순으로 배열하여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빨간 원안에 교사사고가 발생한 두 

선박의 순 UKC 추정치가 위치하고 있다. 이 그래프

에서 빨간 수평선 즉 순 UKC = 0인 기준선에서 위

쪽은 “+” 순 UKC의 값 (안전율의 크기)을, 아래쪽

은 “-” 순 UKC 값(불안전한 정도)을 표시한다. 따

라서 순 UKC 추정치가 0인 빨간 선의 위쪽에 해당

하는 왼쪽의 파랑색 부분은 안전한 순 UKC를 확보

하고 통항한 선박들이었음을 보여준다. 파란색 부분

에서는 결과 값이 좌측으로 갈수록 안전율이 증가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준선 아래의 빨간 색 부분

에 위치한 결과치들은 우측으로 갈수록 안전에 대

한 “-” 마진 즉 불안전성의 정도가 증가함을 의

미한다.

 결과적으로 정적 UKC 규정 10%보다 훨씬 큰 

18.75%의 UKC(해석대상 61척 중 흘수크기 순서로는 

23번째에 해당)값으로 항로를 지나던 선박이 교사사

고를 당했다. 우측의 마지막 두 선박들 모두 -2.5m

의 순 UKC 추정치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간 DUKC 시스템(확률적 위기해석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들은 절대적으로 입항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적 UKC 원칙에 따른 입항

관리는 사고발생 확률과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사고가 항만 

수역인 얕은 수심의 항구항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적 UKC가 안전에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

낸다(Turner & O’Brien, 2008).

Fig.2 Marsden Point항  교사사고에 대한 

소급(遡及)해석 결과

 

2.2 확률적 방법(Probabilistic Method)에 의
한 해석

항로에 대한 Deep Draft 선박의 통항 안전성과 

항로가 갖는 통항 잠재능력 즉 접근성을 나타내는 

조위대(潮位帶)의 지속시간을 뜻하는 Tidal-Window, 

접근불능백분위(Inaccessibility Percentage) 그리고 

항로통항중단(downtime)을 모의해석(simulation)하여 

확률로 평가하거나, 또 최적 항로설계나 증심준설량

을 경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해석기술이다. 

어떤 한 통항에서 흘수에 변화를 초래하는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의 여러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

므로 각각의 UKC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 허용 UKC를 저감시킬 수 있다. 정적 UKC 기준

처럼 흘수를 고정시키고 변수를 더해 계산하는 방법

이 아니고, 안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정확한 흘수의 변화량을 계산한다. 또 한정된 적재상

태 하에서 특별한 Deep Draft 선박의 UKC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파랑에 의한 선체 반응, squat, heel 

모델과 함께 환경적인(파랑, 조석, 조류 등) 예측모델 

들을 결합하여 운영한다. 통항을 위한 총 UKC 요구

량이 정적 UKC는 이미 규정에 의해 값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 해석시스템은 실시간 자료를 분석 계

산하여 결과값이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動的 UKC시
스템(Dynamic UKC system), 또는 DUKC 시스템이라

고 한다. 항로의 실시간 변수들에 대한 확률특성을 

장기간 축적된 현장자료에서 즉석으로 분석하고 예측

도 가능하므로 실시간 UKC(real time UKC)시스템이라



고도 한다. 확률적 방법으로 해석하여 제시되는 지표

인 Tidal-Window, 접근불능백분위(Inaccessibility 

Percentage) 그리고 항로통항중단(downtime)들에 대한 

개념을 다음에 정리하였다.

(가) Tidal-Window

 Tidal-Window는 Fig.3과 같이 항로통항이 가능한 

조위대의 開始시각(opening time)과 입항 종료시각

(closing time)으로 구성되며 두 時點사이에만 항로

입항이 허용된다. 한 Tidal-Window는 조위에 제한을 

받는 선박(tidal-bound vessels)이 지정항로를 안전하

게 통항할 수 있는 시간주기를 나타낸다. 항로통항

이 가능한 Tidal-Window는 선박의 유형과 자중, 흘

수, 천문현상에 의한 조위, 기상조위, 파랑조건에 좌

우된다. 또 선박의 속도와 해류와도 연관이 있다. 

풍속과 파고가 증가하면 Tidal-Window는 점점 좁아

진다. 황천 시와 같은 극한상황에서는 안전한 통항

이 가능한 Tidal-Window는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선

박은 해상상황이 좋아질 때 까지 또는 다음 

Tidal-Window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Fig.3 Tidal-Window

(나) 항만의 접근성(accessibility)

항만의 접근성(accessibility)은 항로통항중단(downtime)

과 접근불능백분위(Inaccessibility Percentage)를 사용

하여 결정한다. 항로통항중단은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안전수심의 Tidal-Window가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통

항이 중단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지속시간과 조석주기

에 대한 확률백분위이다. 접근불능백분위(Inaccessibility 

Percentage)는 극단적인 파고나 바람직하지 못한 수위

로 인해 Tidal-Window를 확보할 수 없는 조석에 대한 

확률백분위이다. 

 이 두 값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어떤 선박이 

항로를 통과하여 항내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소요시

간이 조석의 매 주기마다 한 번씩의 기회로 존재할 

확률이 중요하다. 이런 기회가 조석의 한 주기 내에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

어, 만약 조석의 4주기 동안 매 주기 마다 1시간씩

의 지속기간을 갖는 Tidal-Window가 존재한다면, 항

로통항중단(downtime)은 84%이지만 접근불능백분위

(Inaccessibility Percentage)는 0%가 된다.

(다) 확률적 방법의 해석과정

선박의 특성 뿐 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파랑과 수위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만접근성을 결정한다. 결

정적 방법에서는 각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더하기만 하지만, 확률적 방법에서는 각 요소들을 평균

값과 분산값을 갖는 확률분포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변

환된 모든 확률분포들을 결합하여 선박이 항로를 통과

하는 동안 선저가 항로바닥과 접촉할 확률(probability 

of touching the channel bottom)을 결정한다.

Tidal-Window와 바닥 접촉 확률은 미리 정해둔 안

전기준을 따른다. 이 안전기준을 사용하여 항만접근

성과 상반되는 준설비용을 비교 평가한다. 

Tidal-Window의 신뢰도는 입력자료에 의존한다. 

항로에서 발생하는 수위와 파랑제원의 측정과 예측

자료에는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확률적 

방법의 해석과정에서는 측량오차 뿐만 아니라 예측

에 대한 신뢰도도 충분히 고려한다.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항로수역의 천문조위, 

기상조위, 파랑. 해류, 선박의 속도 등의 정보를 이

용하여 항로 단면에서의 UKC를 계산한다. 다음 어

떤 파랑조건하에서 선박의 형상에 따른 선체동요의 

수직운동 성분들을 추가한다. 이 결과의 최종 수위

가 바로 최적의 tidal-gate가 된다. 이 최적 tidal-gate

는 한 시점에 주어진 모든 환경조건하에서 최소 바

닥접촉확률로 항로에 입항을 시작하기 위한 최적의 

출발시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에  계통을 따라 민감

도분석을 행한다. 각각의 선박에 대해 항로와 항만

의 접근성을 결정하기 위해 항로통항중단(downtime)

과 접근불능(Inaccessibility Percentage)를 계산한다

(Savenije, 1995). 

2.3 확률적 방법에 의한 성과 사례

(가) 결정적 방법과 확률적 방법의 비교를 통한 성

능평가

  Fig. 4는 DUKC 시스템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Taranaki 항의 탱크선(10m 흘수)에 대한 해석결과이

다. 위쪽의 녹색 곡선은 조위곡선, 아래의 빨간 곡

선은 스웰(swell) 파고, 바로 그 위의 청색 부분은 

정적UKC해석의 Tidal-Window, 노란색과 빨간색 부

분은 동적 UKC 해석의 Tidal-Window를 나타낸다.



Fig. 4 탱크선(10m 흘수)에 대한 DUKC 해석 결과, 

뉴질랜드 Taranaki 항 

                                       

정적 UKC 방법과 확률적 방법인 DUKC해석의 

Tidal-Window(sailing window)의 평균을 비교하여 보

면 결정적 방법으로는 대·소조 모두 Tidal-Window

가  평균 5시간인 반면에 확률적 방법으로는 소조 

때 일반적으로 24시간,  대조 때 평균 18시간의 

Tidal-Window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해상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정적 UKC해

석의 청색 Tidal-Window는 큰 변동이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DUKC 해석결과인 노란

색과 빨간색 곡선의 Tidal-Window는 해상조건이 나

빠지면 급격히 반대로 낮아진다. DUKC 해석은 해

상악화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해상조건

이 좋아질 때까지 입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결론적

으로 황천 시에 DUKC 해석은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정적 UKC해석은  오히려 안전성이 나빠짐

을 확인할 수 있다(Dynamic Under Keel Clearance 

Information Booklet Prepared in Association with 

OMC International, Port Taranaki. New Zealand. 

2005.10). 

(나) 확률적 방법에 의한 해석기술 적용성과

- Deep Draft Navigation의 Tidal-Window를 확장

하여 tidal-bound 선박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항만효

율의 극대화로 경제적 이득창출

- Fremantle 항의 탱크선의 흘수 0.29m 내지 

0.63m 증가와 컨테이너선의 흘수를 평균 0.35m증가

(120 TEU 증가분에 해당)시킴 

- 뉴질랜드 Taranaki 항의 증심준설 최소화(정적 

UKC기준 적용에 비해 준설량을 50%감소)및 선박의 

흘수증가로 환경적인 이익 발생 

- 실시간 UKC 시스템은 안전율이 일정한 변동폭

을 가진 리스크관리시스템(risk analysis system)임을 

입증

- 최대 경제 흘수(Maximum Economic Draft, 

MED)의 향상.

  여기서 최대 경제 흘수란 하나의 선박이 도착

항에 입항하기 위해 다음 만조 때까지 기다려야 하

는 확률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운송할 수 있는 

적재량을 뜻한다(Turner & O’Brien, 2008).

3. 결론 및 제언

국내에서는 아직 결정론적 방법에 기준하여 부산 

신항의 DL(datum level：기본수준면) -14m에서 

-17m로, 인천북항 항로 수심을 -11m에서 -14m로, 

군산장항 1m 추가, 여수청 광양항 원료부두 수역(박

지, 선회장, 항로) -18m와 -21m에서 -23.5m로 증심

준설 공사가 계획 또는 시공 중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로의 증심준설을 단순한 결정적 방법으

로만 판단하기 보다 확률적 방법으로 모의 해석하

는 대안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2010년 5월부터 2016년 2월 

까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차세대 해상교

통관제(u-VTS)시스템구축사업에 항구항로에서의 

Deep Draft Navigation 입항관리 모의해석시스템을 

도입하여야만 항만기능제고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경인운하의 입항관리기준에도 도

입을 검토하여 운하의 통항 안전성과 접근성을 최

대로 확보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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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양빈공의 장시험

Field Experiment on Beach Nourishment at Large Scale Tidal Flat Beach

홍길표1, 양기석2, 김병규3 문정석4

1. 서론

해안사빈은 태풍시의 울이나 해일, 쓰나미 등의 

도에 의한 해안재해를 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과 

수질을 정화하고 바다의 거북이 등의 생육장으로서 생

태․환경기능, 그리고 인간의 정서함양이나 져의 장

으로서 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래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항만의 

건설, 임해공업단지, 해안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

안에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서 발생하는 해안침식은 국

토 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 을 할 정도로 심각

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2003년 해수부가 발표한 우

리나라의 해안침식 황은 178개소로서 통상의 책방

안의 원인이 되는 백사장의 침식은 약 20%에 지나지 않

는 35개소이고, 나머지 약 80%에 해당되는 것은 사구의 

포락․토사포락․호안붕괴 등으로서, 이것들에 한 

책을 하여는 차별화된 공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 우리나라의 서․남해안과 같이 조석간

만의 차가 큰 갯벌에 이어지는 해안사빈의 침식복원을 

하여, 해안사의 입경, 사빈의 경사를 고려하고, 태풍 

시나 만조 시에 작용하는 울이나 해일 등에 의하여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공법을 수리모형실험 등에  의

하여 개발하 으며, 이 공법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한 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다. 

장시험은 강화도 남동해안에 치한 동막해수욕

장 해안으로서, 이곳은 조차가 크고, 넓은 갯벌이 이어

지는 지형으로 만조 시에는 2, 3m의 랑이 작용하는 

곳이다. 해안의 길이는 약 600m로서, 이 해안으로 동막

천이 유입하고 있으며, 남쪽 하수측 약 500m에는 침식

된 해안 사빈을 2007년에 양빈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있

다. 본 장시험연구는 동막천 북쪽 상수측 약 100m구

간에 사빈폭 약 20m로 하여 2010년 6월에 시험양빈하

여, 이 공법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로서

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인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

완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 해안양빈공의 현장시험

2.1 공법개발의 배경

해안사빈은 해안역의  안 , 이용, 환경․생태계에 

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근년 침식이 빈번하여, 

토 인 침식 책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표 인 공법

으로서 호안․돌제 ․이안제․잠제 등의 구조물을 설

치하는 것이 일반 이나, 이로 인한 2차 침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 해결을 하여 Integrated  Shore 

Protection  System 이 제안되기에 이르 으며, 이것은 

기존의 요소별 공법을 조합하여 해안보  기능을 제고

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이들 공법은 형 인 표사문제를 제로 하

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해안 특성에 합한 책공법으

로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다. 술한바와 같이 우리나

라의 침식특성은 약 80%가 사구의 포락․토사포락․

호안붕괴 등으로 태풍 시의 울이나 해일에 의한 것이

1 정회원, 한국항만기술단 부회장 · 관동대학교 초빙교수 · 공학박사 · E-mail : gphong@kd.ac.kr

2 정회원, 한국항만기술단 기술연구소장 · 공학박사 · E-mail : Fdnstone@dreamwiz.com

3 정회원, 한국항만기술단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E-mail : holysms@daum.net

4 정회원, 한국항만기술단 기술연구소 연구원 · E-mail : ans2813@nate.com - 발표자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다.  이와 같은 침식의 패턴은 우리나라의 서․남해

안의 조차가  큰 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형 인 표사이동에 의한 침식 책과 차별화할 

필요성에 합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2.2 공법의 개요

본 연구는 형 인 표사이동에 의한 침식 책이 아

닌, 해안의 사구의 포락․토사포락․호안붕괴  등의 태

풍 시 울이나 해일의 on - off shore의 2차원성이 강한 

up - down rush 에 의한 침식 책공법을 개발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조차가 큰 해안수리 상

하에서의 침식특성에 해당되는 공법이다. 이와같이 조

차가 심한 경우 내습 의 비수심이 계속 으로 변하고 

있으며, 홍 등(2008)이 연구에 의하면 특정 비수심에서 

내습 의 up-rush의 해안경사면 도달거리가 하게 

증가되고, 이 상은 해안의 안 성 뿐만아니라 해안침

식의 원인이 되기도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해안수리 상에 비한 공법을 하여 野

志 등(2004)의 해안경사와 해안사의 입경과의 련성 

등을 참고로 하여, 실내수리실험에 의하여 그림1과 같

은 양빈단면을 개발하 다.

그림 1.  해안 양빈공 단면도

그림 1에서 해안의 모래사장의 주요침식원인인 내습

의 up-rush 양이 down-rush로 될 때 이 양의 일부를 

투수시켜서 감소시킴으로서 침식의 양을 감시키는 

mechanism으로서 모래사장 단면의 쪽에 자갈 등의 

투수계수가 큰 투수층을 두고 이 투수층과 그 에 모

래가 섞이지 않도록 지오텍스타일 시트를 부설하 다.

, 울이나 해일 등의 장주기 가 작용할 때 해

안․호안 등의 구조물에 닿아서 복되어 down-rush

가 진되는 것을 막고 이 양의 일부를 투수 시킬 수 있

도록 호안구조물 면에 울제어구조를 설치하 다.

더욱이, 그림 1의 단면을 설치하는 경우에 평면 인 

해안 수리 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로인한 침식 책

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 2 와 같이 평면에 미소연안류 

제어구조를 설치하여 연안류의 미소 cell 형성내지 제

어와 함께 평면  투수층의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 다.

그림 2 해안 양빈공 평면도

2.3 현장시험

장시험은 인천 역시 강화군 하도면 동막해안에

서 실시하고 있다. 이 동막해안은 강화도에서 유일한 

사빈해안으로, 해안선 연장 약 600m의 포켓형 비치로

서 1966년도 항공사진(사진 1)을 보면 사빈해안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후 1970년 에 개발에 의하여 침식이 

되었고, 1981년 항공사진(사진 2)을 보면 상수측 약 

100m 구간(동막천 유입부 북측)은 사빈이 소실되어있

고, 동막천 남측 하수측에도 해안폭이 7m~30m로 되어 

있었으며, 이 구간에 하여는 2007년에 양빈공을 실시

하여 안정되고 있다.

본 장 시험은 동막천 상수측의 약 100m 구간에 그

림 1의 단면과 그림 2의 평면으로 그림 3과 같이 인공양

빈을 실시하 다.

그림 3. 인공양빈 시험시공 평면도

시험구간의 양빈  황은 사진 3과 같고, 양빈시험 

시공 후의 황은 사진 4와 같다.

너울제어 구조체

투수층

미소연안류 제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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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4.0

DL(+)5.0

2010년 06월 30일

201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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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1일

사진 3  시험시공구간 해안의 황

사진 4  시험시공 후의 양빈공의 황

3. 현장시험 결과 및 고찰

양빈공의 시험시공은 2010년 6월에 실시하 으며, 

장 지형측량은 2010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8일

과 2011년 4월 11일에 실시하 다. 그림 4는 2010년의 3

회에 걸쳐서 실시한 지형측량의 on-off shore 방향의 4

개 단면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양빈 직후의 지형인 6

월 30일에 하여 9월 30일에 측량한 지형은 체 으

로 유사한 해안경사를 유지하면서 지형이 낮아졌다.

이것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빈공의 다짐

상과 이 사이 9월 2일 오  6시경에 이지역으로 태풍 

콘 스가 통과하면서 일강우량 약 250mm의 호우가 있

었고, 이로 인하여 동막천의 해안유입부가 1~1.5m 정

도 세굴이 되었으며, 약간 량의 표사이동이 나타난 것

으로 단된다.

그림 4  양빈시험 지형변화 양

그림 5는 2011년 4월 11일에 측량한 결과로서 해안
선 방향의 A-A단면의 지형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여
기에서 2010년 9월 30일 측량결과를 보면 양빈공의 
횡단변동은 거의 없으나 동막천 하구는 현저하게 세
굴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2010
년 9월 2일의 호우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림 5 시험시공 해빈의 지형변화

한편 2010년 12월 8일과 2011년 4월 11일의 결과를 
보면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해안 표사의 상수측에
서 하수측으로) 표사이동이 현저하게 일어났으며, 운
반된 모래는 동막천 하구 유입부에 퇴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연안표사의 이동이 현저하
게 일어난 원인으로서는 2010년 11월   12일 만조시
에 파향 북서인 파고  2.4m의 파랑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때의 동막천 하구부의 바다에 유입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이 사진 5이다.

사진 5  하구 유입부 지형현황

이 사진은 1966년의 항공사진 결과와 유사한 것으
로 보아, 이 해안의 상수측에는 파향 북서의 파랑에 
의한 연안표사의 이동이 해안 표사이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공법으로서 미
소연안류 제어구조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소연안류 제어구조 등의 구
조물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조차가 크고 갯벌지형
이 이어지는 해안의 침식의 주요원인인 사구포락․토
사포락, 호안붕괴 등의 대책으로서 개발한 인공양빈
공법의 현장시험을 한 중간결과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조차가 크고, 갯벌 지형

에 이어지는 해안의 침식은 on-off shore 방향의 너
울이나 해일이 주요원인이나 만조시, 높은파랑이 
작용하면 연안류에 의한 표사이동도 원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양빈 공법
의 단․평면은 인공양빈공의 안정성에 효과가 클 
것이다.

- 양빈사의 입경과 해안경사의 관계식 
   

에 의한 설계는, 점토상의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발한 인공양빈 공법의 주요구조인 너울제어구
조, 미소연안류 제어구조, 근고공 등의 구조물은, 
해당지역의 수리조건에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2010년에 시험 시공한 굵은 입자(자갈)로 
만든 너울제어구조, 미소 연안류 제어구조, 근고공 등
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비언 등의 시공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4월 중에 이것으로 보
완 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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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흐름 상호작용 하에서 구조물 주변의 세굴에 한 수치  고찰

On Numerical Analysis on Scouring around Structures Under 

Wave-Current Interaction

허동수1, 호성2

Dong Soo Hur1 and Ho Seong Jeon2

1. 서    론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고 고유의 수리학  특성

을 가지는 우리나라 연안  해안은 오늘날 해양 자원

의 개발  해양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공업단지와 항

만부지뿐만 아니라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기 

한 형 해안구조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구조물이 해안에 설치가 되면 구조물 주변의 흐름

패턴이 변화되어 국부 인 유사수송 능력을 증가시

켜 세굴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굴은 구조물에 

간 으로 혹은 직 으로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굴로 인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

고 그 로는 직립방 제와 력식 호안벽체의 거동 

 도, 경사구조물의 사면붕괴, 시트 일 벽체의 회

 등이 있다.

따라서 해안구조물의 안 성에 큰 향을 미치는 

세굴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구조물의 설치 치와 

해 면 지형자료, 수심과 의 고와 주기, 흐름  

조석 등과 같이 해안구조물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여러 인자 뿐만 아니라 해 지반 입자의 크

기, 랑의 진행방향, 해 지반의 단응력 등 여러 

가지 물리 인 조건에 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연구로는 랑만 존재하는 경우 세굴에 

한 연구로서 직립방 제 제두부 세굴에 한 검토

(Sumer and Fredsoe, 1997)와 해안구조물 주변의 세

굴(Sumer et al., 2001)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해양에서의 세굴 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되므로 랑의 작

용뿐만 아니라 흐름  조석의 향까지 추가 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와 흐름이 결합한 공존 역에서의 일 주변에

서 발생하는 세굴특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Zhang등(2009)은 와 흐름장이 결합된 미세 퇴 물

의 수송능력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Sumer와 

Fredsoe(2001)는 와 흐름이 결합된 경우, 일에 

한 상  세굴심을 KC수와 유속비의 함수로 표 하

다.

재까지의 구조물 주변의 국부세굴에 한 연구

는 랑 는 정상 흐름 상태에서 집 으로 논의되

어 왔으며, 랑과 흐름의 방향이 일치하거나 반 인 

경우와 같은 복합 흐름장에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실험만으

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해안구조물 주변 지반에서 발

생하는 세굴의 분석과 원인 규명을 하여 ·흐름·

구조물· 질의 상호작용에 한 해석이 가능한 연성

해석 즉, 2차원 동장 해석법인 LES-WASS-2D와 질

의 운동방정식을 기본으로 하여 정 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 인 문제까지 용이 가능한 개별요소법

(DEM)을 결합한 기법을 새롭게 개발하여 질에 작

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한 후, 해안구조물 주변 질의 

침식과 퇴 상을 시뮬 이션하여 수리모형 실험

결과와 비교·검증한 후 그 용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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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성해석수법

2.1 DEM의 개요
개별요소법은 운동방정식에 따라 병진  회  변

하는 상태를 구한 후, 그 변 를 시간 차분식으로 

나타내어 미소시간증분에 맞춰서 반복 으로 계산

하는 방법이다. Cundall and strack(1979)에 의해 제

안되었으며 요소의 집합체에 동역학  거동을 수치

으로 해석하는 수법으로 요소간의 힘의 달이 작

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은 탄성스 링과 성 Dash pot에 의

해 표 하고 있고 fig.1에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나타

내었다.

Fig. 1 Spring-dashpot-slider system between two 
balls

요소i(반경:ri)와 요소j(반경:rj)간의 조건은 식

(1)과 같다.

  ≥                             (1)

, 의 지표로서, 공통법선 z축으로 하는 각

 (반시계회 을 정)을 이용하면, 식 (2),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3)

요소 i와 하고 있는 모든 입자에 하여, fn과 fs를 

구한 후, 요소 i에 한 x방향의 성분 Fxi, z방향의 성

분 Fzi  심회  모멘트 Mi(반시계 회 을 정)은, 

다음에 나타내는 식 (4)-(6)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4)

    

    ×      × 

 

(5)

     × 

                                      (6)

여기에서, ρp는 요소의 도, g는 력가속도, vi는 요

소 i의 체 , 


는 요소 i와 한 모든 요소 j에 

한 총합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2.2 LES-WASS-2D의 개요
본 연구의 외력조건인 유속장의 시계열 해석에 이

용되는 LES-WASS-2D는 허와 최(2008)에 의해 개발

된 2차원수치해석수법으로서 무반사조 를 한 조

소스(조 원천)에 흐름이 조  가능한 조 소스를 

업그 이드 하 고 Porous Media의 용을 하여 

투과성내의 유체 항으로서 성 항(Sakakiyama 

and kajima, 1992), 난류 항(Ergun, 1952; van Gent, 

1995)  층류 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을 도입한 수정된 Navier-Stokes 운

동방정식과 자유표면을 추 하기 한 VOF함수인 

이류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난류모델로서 

Sub-grid scale 모델을 이용한 LES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2.3 연성해석 기법의 개요
질을 둘러싼 유동장 해석으로는 흐름- 랑의 조

가 가능하고 공극에 따라 투과성 구조물과 해 지

반을 고려할 수 있는 LES-WASS-2D를 사용하여 

질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계산하 다. 한 해 지반 

내의 모래입자의 침식, 운반, 퇴 작용을 수치 시뮬

이션하기 하여 개별요소법(DEM)을 도입하여 기

배열을 실시한 후, 2차원 흐름- 동장 해석법으로 구

한 유체력을 아래의 력 식(7), (8)에 입하여 개별

요소법에 용시켜 각각의 시간스텝마다 정성 인 

검토를 수행하 다. 여기서 는 항력계수, 은 

성력 계수, 는 요소의 직경, 는 물의 도, u와 

w는 각각 x방향과 z방향의 수립자속도를 의미한다. 

연성해석 기법을 도식화 하여 fig.2에 나타낸다.

  








     (7)

  








     (8)



(a) Current (b) Wave

(c)Current-Wave-Seabed

Fig. 2 Concept of coupled-numerical analysis

3. 계산결과

3.1 수치파동수조의 개요 및 입사조건
개별요소법(DEM)과 LES-WASS-2D(허와 최, 

2008)에 의한 연성해석을 이용하여, offshore측 불투

과 잠제 면의 질이동에 한 정성 인 검토를 수

행하기 하여 Fig. 3과 같은 수치 동수조를 구성하

다. 먼 , LES-WASS-2D를 이용하여 입사조건을 

h=40cm, Hi=5.35cm, Ti=1.35s로 고정한 후, 흐름유속

은 흐름이 조 가능한 조 소스를 구성하여 0.2m/s

로 주고 랑과 같은 방향으로 조 시켜 랑-흐름 

공존장에서의  유속장을 산정하 다. 이러한 유속을 

이용하여 얻어진 외력을 개개의 요소에 용하여 요

소의 이동 치를 산정하고  불투과 잠제 offshore측 

해 지반 질입자의 기 이동과정에 해 고찰하

다. 개별요소법의 상세한 계산조건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Fig. 3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basin used 
in case study

Table 1. Set-up conditions of DEM simulation

구  분 단일입경저질
계산간격(s) 1.0*10⁻⁴

계산대상영역(cm) x=2460, z=100
격자크기(cm) △x=2, △z=2

요소의 입경(cm) d=1
요소의 밀도(g/cm³) ρ=2.65

3.2 수치계산결과
Fig. 4는 조 된 후 49 sec 이후에 랑과 흐름장의 

변화에 따른 불투과성 잠제 면의 질이동기구에 

한 연성해석 기법의 계산결과에 해 나타내고 있

으며 (a), (b)는 무차원 시간 t/T=0.5, t/T=1.5의 경우

에 해 나타내고 있다.

지면 계상 모든 시계열 그림을 부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불투과성 잠제에 

의한 랑과 흐름장의 향으로 불투과성 잠제 면

에서 랑만 존재하는 경우와 랑과 같은 방향의 흐

름이 공존하는 경우에 따라 질의 이동패턴이 상당

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랑만 존재하는 경우와 랑과 흐

름이 공존하는 경우에 해서 모래지반 에 해안구

조물이 설치될 경우 구조물 주변의 세굴에 해 검토

하기 해 해 지반의 움직임에 해서는 DEM(개별

요소법)을, 동  흐름장에 해서는 2차원 수치

동수조인 LES-WASS-2D를 이용하는 연성해석수법

을 개발해 정성 으로 고찰하 다. 그 결과 불투과성 

잠제가 설치되었을 경우 면에서 랑만 존재하

을 경우와 랑과 동일한 방향으로 흐름까지 고려한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성해석수

법을 이용한다면, 불투과 잠제를 포함한 해 이  

라인 등 다양한 해안해양구조물 주변의 세굴에 한 

발생기구의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

를 하여 더욱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리모형 실험결

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이 요구되며 모델의 고정도

화를 해 활발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wave wave-current
(a) t/Ti = 0.5

wave wave-current
(b) t/Ti = 1.5

Fig. 4. Numerical results for scouring around an im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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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란 더 이상 

해안해양공학의 전문적인 기술용어가 아니다. 올 여

름인 2010년 7월 29일 오후 2시 10분경과 7월 30일 

오후 12시 15분경에 각각 파라다이스 호텔 앞(3번 

망루와 4번 망루사이) 해상(그림 1 참조)과 4번 망

루와 5번 망루 사이에서 이안류가 발생하여, 각각 

피서객 26명과 28명이 조난되었다. 해수욕객들은 전

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안류 발생이 너무 잦아져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2007년 이후 이안류에 의하여 2007년 120명, 2008년 

150명, 2009년에는 150명, 2010년에는 100여명이 조

난되었다가 구조되었다(홍, 2009).

그림 1. 해운대의 이안류 발생

(2010. 7. 30)

이안류의 발생원인과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안류의 관측 및

실험, 이론 및 해석기술의 두 가지로 각기 진행되어 

왔는다(김 등, 2011). 연안역에는 그 기인력이 서로 

다른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으로는 

조석현상에 의한 조류, 계절적으로 변화하며 공간적

으로도 그 스케일이 비교적 큰 해류, 바람의 영향에 

의한 취송류, 그리고 파랑의 직접적 영향으로 발달

되는 해빈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단기간에 지역

적으로 연안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랑

의 변형으로부터 비롯되는 해빈류라 할 수 있다. 해

빈류는 연안에서 쇄파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해수면 

상승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흐름이다. 해빈류가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게 흐를 때 연안류라 칭하며, 

이러한 연안류가 어느 한 지역으로 중첩되어 외해

로 급속하게 좁은 물길을 타고 빠져나가는 흐름을 

이안류라 한다(김 등, 2009).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의 발생원

인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이안류 빈번 발생지역에 

대한 인명보호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성균관대

학교 및 동서대학교 연구팀은 2010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종합적인 

하계 집중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자료중 파랑요소(파고, 파향, 

주기)들과 이안류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

써이안류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파랑요소들

의 값의 범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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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

2010년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종합적인 이

안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관측이 그림 2와 같이 부

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

었다. CCTV 관측, 유속 관측, GPS 부이 관측, 해안

선 관측, 쇄파대 수심 관측, 조위 모니터링, 파랑 관

측, 기상 관측 등 8개의 항목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

측이 수행되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는 이안류 발생 원

인별 관측항목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관측이 수행되

었고, 이안류 발생원인 및 해당 원인에 적합한 관측

시스템의 모식도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와 상관관계가 깊은 파랑관측은 ADCP를 

이용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외해에서 관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CP로 관측된 파랑데이터와 기상청에

서 제공하는 파랑데이터(WaveWatchIII의 결과)를 활

용하였다.

그림 2. 해운대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 모식도

그림 3. 해운대해수욕장에 제안되어 수행한 

이안류 관측시스템

3. 파랑요소들의 영향

3.1 이안류 발생과 파랑요소들의 관계(국외)
미국 플로리다의 Daytona Beach와 New Smyrna 

Beach에서는 이안류 발생사고로 인해 구출된 해수

욕객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이안류 사고로 구출된 해수욕객의 수와 해당 

이안류가 발생한 시점의 파랑 특성값인 파고, 파향, 

주기, 조위값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선행되

었다(Jason et al., 2002). Jason 등은 그림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파랑 특성값에 점수 가중치를 주어서 

파의 주기, 파고, 파향, 조위값의 합산 점수가 일정

치(5.5)를 넘으면 위험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4. 파랑특성값에 따른 점수가중치

(Jason et al., 2002)

Jason 등(2002)의 방법은 다수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고 해당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결과를 보이지

만 미국 일부지역의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이라 해

운대 해수욕장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동일한 기준의 파랑요소들과 이안류의 발생간

의 상관관계를 2010년 7월과 8월의 해운대지역에 

적용시켜 그 결과를 그림 5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5. 2010년 7월의 해운대 파랑자료와 이안류 

발생간의 상관관계(Jason et al.의 방법 적용)



그림 6. 2010년 8월의 해운대 파랑자료와 이안류 

발생간의 상관관계(Jason et al.의 방법 적용)

2010년 7월 29일과 30일경에 위험 이안류가 발생

해서 해수욕객들이 이안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

으나 그림 5와 그림 6의 결과는 Jason 등의 방법을 

해운대 해수욕장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을 보

여준다.

3.2 해운대에 적합한 상관관계의 제시
2010년 하계 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시 현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안류의 발생시점

의 확인이 가능하였고, 해당 시점의 파랑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형태의 수식을 

제안하였다. 

               (1)

Jason 등의 식이 파고, 파향, 주기, 조위값의 가중

치 점수를 합산한 것과는 달리 식 (1)은 파고, 파향, 

주기의 값을 곱의 형태로 표현하여 해당 값 사이의 

민감도를 향상시켰다. 

파고의 경우 그림 7을 참고하여 파고의 0.8승으로 

추정하였다. 

주기의 경우 값이 너무 작으면 이안류의 세기가 

작고 8~12초에서 세기의 변화가 가장 커지며 주기

가 너무 크면 굴절로 파고의 연안방향 변화가 줄어

들어 이안류 발생이 줄어들므로 그 영향이 거의 수

렴한다고 가정하였다(그림 8 참고). 

파향의 경우 그림 9에 제시되듯이 0도인 경우 작

게 산정되었지만 사이각(파향각이 접하는 원호 중심

으로부터 사질해안의 끝과 이루는 사이각)내에서 이

안류가 발생하였다. 

파고와 파향, 주기의 값과 이안류 발생에 따른 상

관관계를 종합하여 식 (2)를 제시하였다. 2010년 해

운대 해수욕장의 7월, 8월 파랑관측자료를 대입한 

결과를 그림 10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7. 이안류 발생과 파고간의 상관관계

그림 8. 이안류 발생과 주기간의 상관관계

그림 9. 이안류 발생과 파향간의 상관관계

   
  

     (2)

그림 10. 2010년 7월 해운대 파랑자료와 이안류 

발생간의 상관관계(Lee 등의 방법 적용) 



그림 11. 2010년 8월 해운대 파랑자료와 이안류 

발생간의 상관관계(Lee 등의 방법 적용)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식 (2)의 값이 0.5를 넘

으면 위험 이안류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을 

때, 실제 이안류가 발생한 7월 29일과 30일, 8월 12

일의 해당 값이 위험범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하계, 부산 해운대 해수욕

장에서 시행된 이안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자료 중 파랑자료를 활용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의 이안류 발생과 파랑요소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파고, 파향, 주기값과 위험 이안류의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식을 제안하였다.

2011년 하계에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

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이 수행될 계

획이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이안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자료가 점차 누적되

고, 향후 기존 수식에 조위값 등 파라미터의 추가와 

기존 파라미터들의 관측값들의 축적으로 더욱 신뢰

도가 높은 수식의 제공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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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상 격자를 이용한 연안 복원 연구

Study of coastal restoration using fine resolution mesh

김태윤1, S. A. Breithaupt2

Taeyun Kim1, S. A. Breithaupt2 

1. 서  론

인위적 연안 개발로 인해 발생한 연안생태계의 훼손

은 연안 주변의 서식 동·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그리하여 예전의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려

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건설된 둑

이나 제방으로 인해 변화된 자연환경을 되돌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건설된 연안구조물 주변으로 새

로 지어진 주택지라든지 기타 시설물들로 인하여, 연안

구조물 철거 시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안복원 사업시 주변시설물의 영향을 효

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수치모델기

법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Roman et al., 1995; 

Boumans et al., 2002; Silverstri et al., 2005; Yang 

et al., 2010b).

본 연구에서는 고 해상 격자를 사용한 해수유동

모델(FVCOM - Finite Volume Community Ocean 

Model)을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한 Meadowbrook 

Creek에 적용하여 복잡한 연안지역의 흐름을 재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어류이

동경로 확보, 저지대 침수)등을 논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방  법

연안의 복잡한 지형과 연안 밖의 해역을 효과적

으로 수치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unstructured 격자

를 사용하였다. 연안 밖의 지역은 격자 간격을 넓게 

하고, 연안 지역에는 세밀한 격자가 사용되었다 

(Fig. 1). 연안지역의 지형을 세밀히 표현하기 위하

여 1.8m 간격의 LiDAR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Fig. 

2). 

(a) 

(b)

Fig. 1. (a) 전체 모델 격자 (b) 연안지역의 세밀한 

모델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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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천의 범람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하여 

하천의 단면 실측 자료도 사용되었다 (Fig. 3).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수치모델 FVCOM이 사용되었으

며(Chen et al., 2003, 2005; Frick et al., 2007; 

Huang et al., 2008), 특히 이 모델은 조간대에서 탁

월한 계산결과를 보여준다(Yang and Khangaonkar, 

2009; Yang et al., 2010a).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격

자수는 13996 nodes 와 27423 elements 이다.

Fig. 2. 하천부근의 LiDAR 자료

Fig. 3. 하천의 단면 실측 자료

외해 경계에서의 수위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세 군데 관측소

(Neah Bay, Friday, Harbor, Port Townsend) 에서 얻

어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천 유량은 USGS(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

였다. NOAA Simith Island에서 측정된 대기자료를 

모델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3. 모 델 결 과

충분한 해수유동모델의 Spin-up을 실시한 후,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의 수위, 

염분, 최대 침수 영역을 계산하였다. 수치계산기간

의 조위는 소조기 중간부분에서 시작하여 대조기를 

거쳐 소조기로 돌아가는 시기이고, 계절을 겨울로 

정한 이유는 겨울에 많은 유량이 하천을 통해 연안

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치계산기간동

안 연중 최대 침수영역을 제시가 가능하였다. 모델

의 검증을 위하여 연안 밖 NOAA Port Angeles 관

측소에서 수집된 수위와 하천하류에서 관측된 수위

를 모델 결과와 비교·검증하였다. 모델값과 관측치

에서 알 수 있듯이 외해의 수위차는 2-3 미터이며 

하천으로 들어온 해수는 하천수위를 최대 1미터까

지 상승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값의 수위차와 

위상이 관측치와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Fig. 4).

(a)

(b)

Fig. 4. (a) NOAA Port Angeles 관측소에서 관측

된 수위와 모델값의 비교 (b) 하천 하류에서 관측된 

수위와 모델값의 비교

염분의 경우 하천하류에서 관측된 자료를 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천에서 흐르는 담수로 

인해 해수의 유입이 없을 시 관측소의 염분값은 

0psu를 나타낸다. 그러나, 해수가 하천에 유입될 시 

해수의 유입량에 따라 염분값이 변하는데 최대 

14psu까지 염분이 상승함을 모델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측된 염분값과 모델치가 매우 근접함을 

보이고 있다 (Fig. 5).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계산기간동안 연구

지역의 최대 침수 영역을 계산하였다. 하천의 범람

으로 인해 하천주변의 습지가 물에 잠기고, 해안가 

근처의 낮은 도로가 침수되었음을 모델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6). 습지와 도로 뿐만 아니라 가옥 



주변까지 해수가 침투됨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침수 

될 당시 해수로 인해 가옥 주변의 잔디가 소멸되었

다. 수치모델에서 계산된 가옥 주변 침수 영역과 실

제 잔디가 죽은 영역이 유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서로 끊어진 하천을 연결

함으로써 하천류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대한 수치계산연구를 계속적으

로 시행하려고 한다.

Fig. 5. 하천하류에서 관측된 염분과 모델값의 비

교

Fig. 6. 최대 침수 지역 모델 결과치

4. 결  론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한 Meadowbrook Creek의  

연안생태계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수치모델링방법이 

사용되었다. Unstructured 격자를 사용하는 FVCOM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복잡한 연안지역을 정확히 표현

하였다. 하천 범람과 해수로 인한 침수를 효율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1.8m 간격의 LiDAR자료와 하천의 실측

단면적 자료가 사용되었다. 충분한 해수유동모델의 

Spin-up을 실시한 후,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의 수위, 염분, 최대 침수 영역을 계산

하였다. 

 하천하류에서 관측된 수위를 모델 결과와 비

교·검증하였다. 외해의 수위차는 2-3 미터이며, 하

천으로 들어온 해수는 하천수위를 최대 1미터까지 

상승시킴을 보여주었다. 염분의 경우 하천하류에서 

관측된 자료를 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천

에서 흐르는 담수로 인해 해수의 유입이 없을 시 

관측소의 염분값은 0psu를 보였다. 그러나, 해수가 

하천에 유입될 시 해수의 유입량에 따라 염분값이 

변하는데 최대 14psu까지 염분이 상승함을 모델결

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치계산기간동안 연구지역의 최대 침수 영역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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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이안류의 랑-흐름동시계산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a Rip current at Haeundae Beach using 

Boussinesq model

최 우1, 박원경2, 윤성범3

 Junwoo Choi1, Won-Kyung Park2 and Sung Bum Yoon3

1. 서론

최근 매년 부산 해운 에서 해수욕객의 안 을 

하는 강한 이안류가 연달아 발생하 다. 일반 으로 이

안류는 연안에서 지형, 비선형 의 상호작용  평균자

유수면의 불안정성등에 기인하여 랑 에 지가 연안

방향으로 강한 비균등성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rlymple, 1975, 1978; Tang and 

Dalrymple, 1988). 즉, 연안방향을 따라 고가 격히 

낮아지는 쪽으로 랑 잉여운동량 럭스가 작용하므

로 그 부분의 평균수면 상승과 더불어 이안류 수로(rip 

channel)을 통하여 외해쪽으로 강한 흐름이 발생하게 

된다. 

이안류를 포함한 연안류 수치모형은 2가지로 별된

다. 첫 번째는 와 흐름을 분리하여 상호작용을 해석

하는 -흐름 상호작용 모형으로서, 일반 인 Stokes형

의 랑모형에 흐름에 의한 굴 과 회  상을 고려하

기 한 별도의 항이 추가되어 있고, 흐름모형은 일반

인 천수방정식 모형에 에 의한 잉여응력 항이 추가

되어 있어, 2가지 모형 간에 -흐름 정보를 교환하면서 

교 로 해를 구한다. 이러한 -흐름 분리모형은 다방

향불규칙 의 경우 잉여응력 공식의 유효성에 많은 문

제가 있으며(Choi et al., 2009), 발생된 흐름은 기본 으

로 정상류이므로 흐름의 돌발 인 발생이나 변화는 해

석할 수 없다. 두 번째 모형으로는 와 흐름을 분리하

지 않고 동시에 해석하는 Boussinesq형으로서, 이 모형

은 에 의한 잉여응력을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지배방

정식의 비선형항을 통해 자동 으로 고려하므로 잉여

응력 공식의 문제 을 피할 수 있으나, 계산시간의 부

담이 큰 단 이 있다. 그러나 이안류의 비정상성

(unsteadiness)을 고려할 수 있어 돌발 인 이안류 발생

도 해석이 가능하다(윤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안류를 연구하기 해 사용되

었던 수치모의 기법가운데 가장 발달된 모형이라 단

되고, 의 상 분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돌발  이안

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Boussinesq 방정

식 모형인 FUNWAVE(Chen et al., 1999; Chen et al., 

2000; Chen et al., 2003; Johnson and Pattiaratchi, 2006)

를 이용하여 해운 의 연안흐름을 수치모의하 다. 본 

연구의 수치모의 결과를 통하여 해운 에서 돌발 으

로 발생되는 이안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측

이나 수리모형실험에  보탬이 될 것으로 단된다.

2. 수치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모형인 FUNWAVE는 유체흐

름과 랑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Wei et al.(1995)에 

소개된 비선형 Boussinesq 방정식을 그 지배방정식으

로 사용한다. 이 비선형 Boussinesq 방정식은 기본 으

로 비회  가정과 완화된 정수압분포의 천해 가정으로

부터 3차원 Euler 방정식을 수심 분하여 유도되며, 자

유수면 변 와 순간 유속을 미지수로 상을 포함함 비

선형 랑해석을 목 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Chen et al.(2003)은 비회 성 가정으로 유도된 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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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put frequency-directional spectrum with a 

significant wave height H=1.5m, a peak frequency f=0.1 

Hz, a peak direction =-4 deg. (i.e., waves from south to 

north) using JONSWAP spectrum for frequency 

distribution and cosine-power spreading function for 

directional distribution.

Fig. 1. Topography of Haeundae beach for 

numerical simulation and numerical gauge array 

locations A, B, C and D (unit : m). 

방정식의 운동방정식에 부분  회 을 고려할 수 있도

록 추가항을 첨가하여 개선된 모형을 개발하 다. 이 

항은 연직방향 2차 비선형 효과를 포함한 와도

(vorticity)를 나타낸다. FUNWAVE는 수치모의를 

한 바닥마찰, 쇄 , 내부조   흡수층에 한 부가  

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다(Kirby et al., 1998; Chen et al., 

1999; Chen et al., 2000; Kennedy et al., 2000). 내부조  

모형을 이용한 불규칙 의 조 를 해 스펙트럼의 각 

성분에 무작 (random) 상을 주고 선형 첩한 자유

수면 시계열을 계산하여 조 하게 된다(Wei et al., 

1999; Johnson and Pattiaratchi, 2006, Choi et al., 2009). 

이 모형은 그 결과들이 충분히 검증되어 많은 문헌에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그 문헌들로 

신한다.

3. 모형 set-up

수치모의에 사용된 해운  연안지형을 Fig. 1에 나타

내었다. 수치모의를 해서 임의로 좌표원 을 정하

으며, X축을 북에서 서쪽으로 4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설정하여 지형을 다시 구성하 다. 격자는 2.0x3.0m로 

총 948,600개의 격자를 사용하 다.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X=150m를 따라 내부조  역을 설치하 고, 내

부조 선 뒤쪽에 약 140m 두께의 흡수층 역을 설정

하 다. 좌우 측면으로 약 200m의 임의 지형을 만들어 

주기  경계조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주기

 측면 경계조건을 이용하기 하여 앞에서 언 한 좌

표축의 회 이 필요했으며, 이 조건을 사용하므로 측면

에서 발생하는 랑회 에 따른 오류를 제어하고 계산

역을 일 수 있었다. Fig. 1에 나타낸 선(A, B, C, 

D)들은 수치계산 결과 분석을 해 임의로 설정한 측정

선으로 가능한 연안지형의 등수심선  해안선에 하

여 직각방향(cross shore direction)으로 일직선이 되도

록 설정하 다. 그 치로 A선(array A)은 근처 등수심

선  해안선들이 평행하게 보이는 곳, B선(array B)과 

D선(array D)은 연안방향(longshore direction) 좌우에 

비하여 지형이 상 으로 낮은 곳 (rip channel의 가능

성이 있는 곳), C선(array C)은 연안방향 좌우에 비하여 

지형이 상 으로 높은 곳에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이안류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 향에 

하여 수치모의를 실시하 다. S 향의 유의 고 1.5m, 

첨두주기가 10 인 다방향 불규칙 를 조 하기 하

여 JONSWAP 주 수분포와 cosine- 수 방향분포함

수를 이용하여 주 수-방향 스펙트럼을 Fig. 2와 같이 

구성하 다. JONSWAP 첨두증폭계수 (peak 

enhancement parameter)는 3.3을, 방향집 도 계수는 

15를 사용하 다. 참고로 S 향을 재 하기 해 스펙

트럼의 첨두방향이 -4도로 구성된 것은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지형을 회 했기 때문이다. 이 게 구성된 스펙

트럼을 동일한 랑에 지를 갖는 2,400개의 성분으

로 분리하여 무작 (random) 상을 주어 조 하 다. 

수치모의를 한 시간격자는 0.1 로 하 다. 연안흐름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바닥마찰항의 계수는 

0.0015을 사용하 고, 그 밖의 모형의 물리  혹은 경험

 상수들은 모형의 기 설정치를 사용하 다. 

4. 수치모의

 Fig. 3에 목표 를 발생시키고 60분이 경과된 후의 

자유수면변  분포와 60분경과 후 300  동안의 랑

변 를 이용하여 계산된 유의 고 분포를 도시하 다. 



Fig. 3. Plane distributions of (a) free surface 

displacement and (b) significant wave hight (m) 

resulted from t=60min after wave generation begins 

(incident =1.5m). The broken lines in (a) indicate 

the region where relatively intense wave-breaking 

occurs.

Fig. 4. Vector plots of wave-induced currents resulted at (a) t=25min, (b) t=50min, and (c) t=75min after wave 

generation begins (incident =1.5m).

비선형성을 포함한 다방향 불규칙 의   지형 등

에 의한 변형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안방향

으로의 쇄 등에 따른 비균등성이 잘 나타나 있다.

 Fig. 4에 조 시작 후, 각각 25분, 50분, 75분경과 후 

300  동안의 결과를 평균하여 계산한 유속성분을 도

시하여 지속 인 랑   변형의 향으로 발달되

는 랑유도 연안흐름을 나타내었다. Y= 1,250m 정도

의 치에서 해안가로부터 이안류가 발달되는 것이 

찰된다. 이 치는 앞에서 언 된 수치모의를 해 설

정한 4개의 찰 array가운데, 이안류 수로(rip 

channel)가 존재할 것으로 측했던 B의 치이다. 쇄

역 분포로부터도 쇄 가 (각 치의 좌우에 하

여) 상 으로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치

임을 알 수 있다.

Fig. 5는 array A, B, C, D를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50m 떨어진 치에서 계산된 수치결과를 이용하여 20

 동안의 수면변 를 이용한 유의 고, 20  평균 연

안직각방향 유속(cross shore velocity,  ), 연안

방향 유속(longshore velocity,  )을 시계열로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유의 고는 20  동안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다음의 zeroth-moment 고를 이용하여 산

정하 다. 

  
      (1)

여기서    는 20  시간평균으로 정의한다. 음

의 값을 갖는 연안직각방향 유속성분   이 외해

로 향하는 흐름을 나타내므로 이안류를 나타낸다. 그림

에 도시된 유의 고 시계열로 부터 불규칙 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변화를 알 수 있다. 연안직각방향 

유속성분  의 경우, 시간에 따라 흐름방향이 변

화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rray B에서 추출

된 연안직각방향 유속성분  의 시계열로부터 

순간 으로 1.0m/s가 넘는 이안류 성분이 몇 차례 돌

발 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분포 시계열

과 비교하면, 상 으로 낮은 고가 계산된 array에

서 큰 이안류 성분이 찰됨을 알 수 있다. 연안방향 유



속성분  의 경우, array B에서 추출된 연안류가 

시간에 따라 흐름방향이 변화하는 반면, 나머지 연안류

의 방향은 시간에 따른 변동이 찰되긴 하지만, 체

으로 일 된 흐름방향이 존재한다.

5. 결론

연안의 랑  흐름을 계산하는 데 충분히 검증된 

Boussinesq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고 의 잉여

응력이 자동 으로 고려되는 FUNWAVE 모형을 이용

하여 해운  이안류를 포함한 연안흐름을 수치모의하

고,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정성 으로 잘 일치함을 보

다. 수치모의로부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상 으로 

수심이 깊고 고가 낮은 지형 즉 연안류 수로(rip 

channel)을 통하여 이안류가 돌발 으로 발생 혹은 증

폭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모의 결과를 통해 정성 인 이안류의 특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치모의 결과로부터 제시된 고 

크기에 따른 연안흐름 강도간의 상호 계 등 정량  해

석을 해서는 경험 라미터(바닥마찰계수 등)들의 

튜닝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한 정량  수리모형 

실험과 장 측 자료가 필요하다. 한, 이안류의 통

로가 되는 이안류 수로(rip channel)을 더 잘 재 할 수 

있는 정 도 높은 지형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일반 으로 연안방향으로 수심이 상 으로 깊은 

연안류 수로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방향 불규칙 의 특성상 

일정수심에서도 횡방향으로 고의 불균등성이 존재

하며, 수 지형에 의한 랑변형이 심해  특성  발

달되는 연안류의 향으로 항상 동일한 장소에서 이안

류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수치해석에

서 다루고 있는 다방향 불규칙 는 일정한 스펙트럼과 

임의의 무작  함수를 이용하여 구성된 시계열의 랑

조건을 지속 으로 조 시켜 시뮬 이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장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스펙트럼 자체

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돌발  이안류에 한 심층  

연구를 하여 심해 랑  연안흐름 측정보를 바탕

으로 한 범 한 수치모의가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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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너지 생성을 위한 잠제형상에 관한 연구

Study of submerged breakwater shape for wave power generation

조시범1, 신범식2, 김규한3(관동대학교)

잠제는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을 저감시키고, 동시에 연안류와 이안류를 제어함으로서 양빈과 동시

에 시공될 경우, 효율적인 침식방지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수면에 침수된 구조물로서 친수성 또

는 해안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바다의 조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인식되면서 그 사용빈도가 증

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잠제 구조물에 투과성 커튼 월 내부에 수차를 설치하여, 커튼월 

내부에서 상하 피스톤모드의 파랑 공진에 의해 발생되는 회전 와류(Vortex)를 이용하여 수차를 돌려 전

기를 발전시키는 파력발전형 잠제를 고안하였다. 새롭게 고안된 잠제는 외해(外海)로부터의 파랑(波浪)을 

막아서 해빈을 보호함과 아울러 간단한 구조로 그 파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

여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발전 효율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조물 하단부에 발생되는 

대규모 회전 와류의 흡입력으로 수평판 하부의 통수부를 통해 내해측의 오염물이 외해측으로의 흡입, 배

출되는 것을 배가시켜 잠제 배후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OF(Volume Of Fluid) 모델인 CADMAS-SURF를 활용하여 새롭게 고안된 파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잠제의 최적형상(커튼월 형식 및 제원)인 유수실 개구부의 형상 변화에 따른 수리학적 특

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본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커튼월방파제의 기초적인 형식을 결정하고, 2차원 단면수리실험을 통해 

수차프로펠러가 설치될 경우 파력발전 성능검토가 검토와 동시에 파랑조건에 따른 터빈의 발전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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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시 낙동강 주변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변화

Changes of marine environment around the Nakdong River during summer

김민지1, 김창훈 2, 조 성3, 변찬식4, 김도삼5

Min Ji Kim1, Chang Hoon Kim 2, Sung Cho3, Chan Sik Byun4 and Do Sam Kim5

1. 서     론

하천과 해양이 하는 낙동강 하구역(estuary)은 조석, 
랑  하천류 등의 향으로 국내 최  규모의 습지와 

삼각주가 형성되어 다양한 생태계환경이 조성되어 왔으며, 
한 낙동강 상류로의 해수유입에 지와 담수의 유출에

지가 평형을 이루어 낙동강 하구역 주변해역의 지형에 큰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역 주변해역

은 해안매립, 설  녹산 수문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

치 등과 같은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그 지형이 크게 변화

하 으며, 낙동강 상류로의 염수침입을 막기 한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에는 낙동강 하구사주가 남쪽으로 

크게 진하여 하구폐색, 항로매몰 등의 여러 가지 해양환

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   사회

인 측면에서 낙동강 하구역 주변의 연안정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둑은 인 으로 하천

으로부터의 담수 유입을 제어함에 따라 주변의 해역환경

을 변화시키는 주요 향인자라 할 수 있다. 특히 하계시

에는 하구둑 수문의 작스런 개폐로 다량의 담수가 주변

해역에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해역의 수질오염 뿐 만 

아니라 하천으로부터 다량의 토사유입 등으로 해역환경은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단된다. 낙동강 주변해역환경

의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장기 인 에서 수집된 

자료의 철 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근본 으로는 하계시 

다량의 담수 유출이 해역환경에 미치는 향을 정도 높게 

평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이해하고 신속

히 처하기 한 기 자료의 수립이 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계시 시간 으로 방류되는 다

량의 담수 유출이 주변해역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형을 구축하고 상해역의 3차원 인 

해수유동특성의 변화를 재 함으로써, 낙동강 주변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을 측, 제어  리하기 

한 기 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2. 수치모델의 개요

 
2.1 COHERENS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해수유동 모델인 COHERENS(A 
Coupled Hydrodynamical-Ecological model for REgional and 
shelf Seas, Luyten et al., 1999)모델을 이용하여 낙동강 주

변해역을 수치모의 하 다. COHERENS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집 으로 개발한 로그램으로, 3
차원 수리역학과 생물  변화, 퇴 물 부유, 오염물 이동 

등의 상이 연계 운용되는 다기능의 3차원수치모델이다. 
모델의 구성은 핵심부분과 여러 개의 모듈(modules)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은 새로운 기작과 체 인 해법

들을 삽입하고 수정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로그

램의 본체는 이류-확산모듈을 포함하는 Navier-Stokes방정

식의 해를 구해 유동장을 계산하고 나머지 각각의 모듈들

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계산된다. 본 연구는 담수 유입

에 따른 낙동강 주변해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

로 하며, 따라서 COHERENS모델의 수리역학모듈만을 이

용하는 것으로 한다. COHERENS모델의 수리역학모듈은 

유체정역학  가정과 Boussinesq 근사를 이용하는 

Navier-Stokes 운동방정식과 연속방정식  온도와 염분에 

한 수송방정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도와 염분의 수

송방정식은 운동방정식과 연계되어 있다. 수리역학모델의 

일반 인 특징으로 수평방향 격자체계는 직교  구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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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가 사용자에 의해 선택될 수 있고, 수직방향으로는 시

그마좌표계를 채용한다. 이류항에 한 다양한 유한차분법

이 선택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2차원  3차원 운동방

정식과 연속방정식을 모드분리형(mode-splitting technique)으
로 계산한다. 한, 모델에는 수평 확산에 하여 

Smagorinsky(1963)식을 채용하며, 수직방향의 확산에 해

서는 다양한 형식의 난류마감방식(turbulence scheme)이 포

함되어 있다. 해수상층부분에서 태양열흡수(solar radiation)
기작이 학모듈(optical module)로 계산되며, 여러 형태의 

바람응력과 표면 열속(flux)에 한 다양한 표 방법이 사

용된다. 그리고 운동방정식과 난류방정식에서 도의 향

이 상태방정식에 포함된다. COHERENS모델의 기 방정식 

 모델운용을 포함하는 반 인 내용에 한 보다 사항

은 Luyten et al.(1999)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모델수립

3.1  모델  계산영역과  격자구성

수심자료는 정확한 수치실험결과를 얻기 한 가장 

요한 입력인자 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해양조사

원에서 발행된 상해역에서의 최신 자수치해도로부터 

수심자료를 추출하 다. 수치모델에서는 다음의 Fig.1에 제

시된 바와 같이 낙동강 주변해역 일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총면  431,925 (동서방향 22.15, 남북방

향 19.5) 지역을 계산 역으로 설정하여, 동서방향으로 

443개, 남북방향으로는 390개의 50.0 등방격자를, 수직방

향으로는 5층으로 주어진 등 간격의 시그마격자를 채용하

다.

Fig. 1  Model domai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water depth.

3.2  개방조건 및 초기조건

모델의 외해 개방경계조건의 설정은 매 계산시간마다 

수 를 지정함으로써 모형의 내부 각 격자 에서 수 , 유
량  유속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해 개방경계의 

각 격자 에서 주어지는 조 는 16개 분조를 이용하여 조

를 측하는 NAO.99Jb모델 (Matsumoto et al., 2000)을 

이용하여 산정하 으며, 매 계산시간마다 NAO.99Jb모델이 

COHERENS모델에 결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

구둑과 녹산 수문에서 2010년 담수의 방류량이 제일 많았

던 8월 한 달간을 모델의 총 계산시간으로 설정하 으며, 
하천의 개방경계조건으로 매 시간별 낙동강 하구둑과 녹

산 수문으로부터의 방류 유량이 모델에 고려되었다. 다음

의 Fig.2는 2010년 8월 한 달간 방류 유량의 시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2010년 8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상당량

의 담수가 방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의 

기조건으로는 해수   각 방향에 한 유속을 0으로, 모
델 역내의 수온  염분분포에 해서는 MOVE-WNP 
SYSTEM(Usui et al., 2006)의 데이터를 각 계산격자 에 

선형내삽 하 다. 한, 하천으로부터의 온도는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 으며, 염분의 하천유입에 해

서는 0.01psu로 설정하 다. 아울러, 기상조건으로 기상청

의 측데이터들( 로, 바람, 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등)
이 매 시간 모델 역에 공간내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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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치모델 검증

본 실험에서는 2010년 8월 한 달간의 해수유동을 수치 

모의하 고,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가덕도 검

조소에서 측된 실측조 와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를 비

교하여 Fig. 3과 Fig. 4에 제시하 다. 그림을 살펴보면, 모
델결과는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인정되지만, 실측조

(천문조)의 재 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산결과가 실측조 의 

상뿐만 아니라 조 의 경시변화도 정도 높게 재 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로부터 본 모델을 통하여 하천으로부

터의 담수 방류에 의한 낙동강 주변해역환경변화를 정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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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수 방류에 의한 주변해역환경의 변화

4.1  해수유동구조의 변화

본 에서는 낙동강 하구둑에서의 담수 방류에 의한 주

변해역에서의 해수유동 구조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의 Fig. 
5와 Fig. 6은 담수 방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담수가 

방류된 경우에 한 최강창조류의 공간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담수 방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낙동강 하구역 주

변해역에서의 흐름분포를 살펴보면, 가덕도 남서방향으로

부터 유입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담수가 방류되는 경우에는 담수의 유출이 하구역 주변해

역의 흐름변화에 주요한 향인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의하면, 낙동강으로부터의 담수 방류로 인해 가덕

도 남서방향으로부터 유입된 흐름의 크기는 다소 약해지

며, 가덕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해수유동구조가 찰된다. 
다음의 Fig. 7은 담수의 방류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한 잔차류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제시하

는 그림으로부터 담수 방류가 주변해역에 미치는 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시한 그림에 의하면, 
담수 방류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역 주변해역은 남쪽을 향

하는 담수의 지배 인 흐름이 찰되고, 술한 바와 같이 

가덕수로를 통하여 흐름의 일부가 분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하구둑 부근에서 남쪽으로 진하여 서측

으로 확장되어 찰되는 사주는 담수의 방류에 의한 잔차

류의 결과로 단되지만, 보다 합리 인 평가를 해서는 

장기 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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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담수의 영향 범위와 해양환경의 복원

낙동강 하구둑으로 부터 방류되는 담수가 주변해역에 미치

는 향범 를 검토하고, 해역환경의 복원을 담수 방류의 지

속시간과 연 하여 살펴본다. Fig. 8은 담수 방류에 의해 해수

와 담수가 혼합되는 모습을 나타낸 일례로, 표층에서의 염분

분포이다. 담수의 방류가 주변해역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의 Fig. 9에 나타낸 4개의 지 을 상으로 담수의 

향이 찰되는 시간과 다시 해수의 염분으로 회복하는 시간



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Fig. 10과 Fig. 11은 표층에서의 염분변화만 검토한 것

이다. 결과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둑 면의 2번과 3번의 지

에서 담수의 향이 가장 빨리 찰되었으며, 담수의 향이 

가장 늦게 찰되는 지 은 가덕도  서쪽의 1번 지 으로 나타

났다. Fig. 2의 담수 방류의 시간변화와 연 하여 제시된 그림

들을 살펴보면,  2010년 8월 10일 이후 약 9일간에 걸쳐서 하천 

방류량이 격히 증가하 고, 그로 인하여 2번과 3번 지 에

서는 8월 13일부터 담수의 향을 받기 시작하여 염분농도가 

격히 하되었으며(여기서는 지면상 염분변화의 그림을 제

시하지 않았다), 염분농도의 격한 변화 이후 약 9일이 지난 

2010년 8월 21일 이후에는 염분농도가 해수의 염분농도로 다

시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지 의 층에서는 

담수의 향으로 인한 염분농도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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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ment points to check effect of fresh water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계시 낙동강 수문으로부터 시간 으로 

방류되는 담수 유출이 주변해역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COHERENS모델을 상해역에 용하여 수치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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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ay of observed salinity variation at each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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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covery time of salinity after effect of fresh water

이션을 수행하 고, 이로부터 1) 낙동강 주변해역에 

용된 COHERENS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으로 낙동강 수문으로부터의 담수를 방류하지 않는 경우

와 담수를 방류하는 경우에 한 주변해역에서의 해수유

동구조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2) 담수 방류로 인하여 

가덕도 남서방향으로부터 유입된 흐름의 크기가 다소 약

해지며, 가덕수로를 통하여 흐르는 해수유동구조가 찰되

었다. 그리고 담수 방류의 향을 검토하기 하여 살펴본 

잔차류의 검토결과로부터 3) 하구둑 부근에서 남쪽으로 

진하고, 서측으로 확장되어 찰되는 사주가 담수의 방류

에 의한 결과로 단되지만, 보다 합리 인 평가를 해서

는 장기 인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수문으로부터 방류되는 담수가 주변해역에 미치는 

향범 와, 해역환경의 복원시간을 살펴보았으며, 이로부터 4) 

낙동강 면의 주변해역은 다량의 담수 방류로 인하여 해수의 

염분농도는 큰 향을 받으며, 담수 방류에 의해 변화된 해역

환경의 복원시간은  담수 방류의 지속과 한 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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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Walk 입자추  모형을 이용한 새만  해역의 수리특성 변화 분석

Analysis of hydrodynamics change around the Saemangeum area using  

a random walk particle track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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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가 완료된 새만  방조

제 공사는 1991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1999년 5월 수질

문제로 인해 2년 여간 공사가 단된 후 2001년 공사가 

재개되는 등 많은 논란과 우려속에 재 내부 방수제 

공사가 진행 에 있다. 새만 호와 같이 하구역을 인

인 담수호로 변화시킨 사례는 세계 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규모 공사이다.

새만 사업은 기술 인 발 뿐만 아니라 학문 인 발

을 이루었는데, 황해 체역에서 새만  인근 해역의 

변화를 측한 다수의 연구(Choi, 2001; Choi et al., 

2003) 성과와 새만 호 내측의 변화를 장기간 연구  모

니터링을 실시한 국토해양부(2002~ 재)의 연구가 진행 

에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본 연구진이 수행한 끝

물막이 이후 하구호 내측의 수 상승을 나타낸 서와 조

(2007)의 연구  하구역의 수리특성이 하구호로 변화되

면서 수질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서(2008,2009)연구와 

이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 해안공학 분

야의 발 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재 새만 호는 호 내부 수질 하 방지 책의 일환

으로 신시·가력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소통을 해오고 있

다.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두 개의 배수갑문은 외해역과 

소통되는 유일한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호 내측의 

수질은 배수갑문 운 에 의해 지배 인 향을 받게 된

다. 외해역에서는 방조제 면에서의 창조우세 상과 

인근 변산반도의 해수욕장에서 침식 상 등  환경 인 

문제가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두 개의 배수갑문을 통한 해

수소통으로 새만 호는 외해역과 다른 하나의 독립된 환

경으로 변화·발 하게 되었다. 변화된 호 내측의 담수가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될 경우 인근 해역의 수질·생태환경

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간 인 규모로는 새만  방조제 공사시

작 단계에서부터  내부개발이 완료되는 2015년의 상황

과 공간 으로는 새만 호를 포함한 인근해역으로부터 

새만 호 내측을 심으로 나타나는 수리  물리  변

화를 입자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제시하 다.

2. 연구방법
2.1 적용모형

본 연구에서는 Dynamic Solution 사의 Craig(2009에 의

해 ·후처리 기능과 입자추  모듈이 추가되고 원시

코드를 Fortran95로 재 코딩한  EFDC_DS 버 을 사용

하 다. Lagrangian 입자추  방법을 이용한 해석은 기존의 

Eulerian 표  방법에 비해 확산  해역의 흐름 특성 해

석 등에 용이한 장 을 가진다. 직교곡면선형좌표계

(orthogonal curvilinear coordinate system)의 3차원 이송·

확산 방정식은 식(1)과 같다(Craig, 2009).




   

 
 

 
  

 
  (1)

     
    (2)

     
    (3)

     
    (4)

여기서 t는 시간, (x, y, z)는 입자의 Lagrangian 좌표, 

c는 농도,    는 각각 x, y, z 방향의 유속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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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 는 각각 수평방향과 연직방향의 확산계수

이다. 입자의 Lagrangian 운동에 한 미분방정식은 식 

(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Craig, 2009).

여기서 dt는 계산시간 간격이며, 는 평균 0.5의 값

을 가진다. 랜덤 구성요소는  를 통해 변환될 때, 

-1부터 1까지 평균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3차원 무작

행보(random walk)식 (2) - (4)는 Dunsbergen et 

al.(1993)으로 부터 도출된 것이다(Craig, 2009).

본 EFDC_DS 버 에서는 식 (2) - (4)의 해를 가지며 

Euler, predictor-corrector Euler 그리고 Runge-Kutta 

등 총 3 가지의 계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2.2 초기조건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새만  방조제 공사로 인한 수리  

변화를 악하고자 새만  내외측 모의를 한 역

의 격자망을 이용하여 변산반도 부근을 P1, 강하구

역 부근을 P2 그리고 만경·동진강하구역을 P3으로 설

정하여 각각 200여개씩 입자를 부여하고 새만  방조

제 건설 공사로 인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 다. 사용된 

격자망은 최  7700여개의 셀로 구성되며 연직방향으

로는 5개 층으로 설정하 다. 총  30일간 모의하며 입

자의 기 부여는 해역의 안정화가 이 진 1일후 

부터 부여되도록 설정하 으며 2006년 배수갑문의 

운 조건은 상시 개방조건으로 설정하 다.

이와 함께 새만  내부 개발 모의를 해 구축한 격자

망은 3009개의 셀과 수직 5개 층으로 구성하 으며 만경·

동진강의 흐름 방향을 재 할 수 있도록 직교곡면좌표계

의 장 을 최 한 반  하 다. 호 내측실험의 모의기간

은 평수시 홍수시를 포함한 1년을 모의하 으며 내부개

발 수행을 한 리수 를 EL(-)1.5 m 로 설정하 다.

새만  내외측을 모의하기 한 격자망

Number of horizontal cell : 7,700

Time interval (dt) : 5s

Vertical layer: 5 layer

Minimum mesh size : =300 m, =200 m

Number of drifter:  900

표  1. 모형 입력조건

새만 호 내측 내부개발 모의를 한 격자망

Number of horizontal cell : 3,009

Time interval (dt) : 5s

Vertical layer: 5 layer

Minimum mesh size : =100 m, =100 m

Number of drifter:  3,009

  

그림 1. 새만  내외측 모의를 한 격자망

그림 2. 내부개발 모의를 한 격자망

3. 무작위 행보에 의한 입자추적 실험

3.1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한 내·외측 변화
결과의 분석을 해 30일 모의된 결과인 새만 호 

내·외측에서의 입자 분포를 도시하 다. 입자의 궤 은 

12시간 단 로 갱신 되도록 하여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

도록 하 다. 새만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기 이 의 

상황에서는 만경·동진강 하구역까지 강한 흐름으로 인

해 입자들은 왕복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만  방조제 완공을 2.7 km 남긴 시 의 

2004년 상황에서는 등진·만경 하구역의 입자의 이동 궤

은 크게 어 감소되었으며  변산반도 부근의 입자운

동 한 감소되는 등 방조제 공사 이  보다  낙조시 

향력이 감소되어  상 으로 창조 우세가 나타났다.

방조제 완공 후인 2006년의 상황에서는 2004년의 이

러한 상은 더욱 심화되어  변산반도 부근에서 입자의 

왕복운동은 찾아볼 수 없으며 새만  호내 하구역 입구

에서의 흐름은 정체되어 입자의 이동이 크게 제한 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반면 입자들이 조간 역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동하

지 못하고 정지되기 때문에 분석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는 추후 코드의 수정을 통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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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새만  방조제 공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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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4년 방조제 완공  개방구간 2.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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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6년 방조제 완공 후 개방구간 0.54 km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해 변산반도, 강 하구역 그

리고 만경·동진강 하구역 입구부 정 인 P1, P2, P3에

서 하나의 입자를 선택하여 30일간 이동경로를 다음과 

그림과 같이 도시하여 비교하 다.

P1 정 인 변산반도에서는 새만  방조제가 건설되

면서 변산반도 부근의 흐름은 왕복성 조류 흐름에서 방

조제 건설 시 에 따라  창조가 우세한 흐름으로 변화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조제 완공후인 

2006년에서는 새만  방조제를 따라 북향하는 흐름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변산반도 해수욕장 모래 유

실을 래한 원인 의 하나로 여겨진다.

새만  방조제 북쪽에 치한 강 하구역에서도 방

조제가 공사가 시작되기 이 에는 강 하구역에 치

한 입자가 신시도 부근까지 남하 하 으나 방조제 완공 

후 크게 남하하지 못하고 하구역 부근에서 제한된 이동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변산반도 부근 P1에

서부터  북향하는 입자의 이동과 연 지어 보면 새만  

방조제 완공으로 인해 왕복성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고 

북향하는 즉, 창조시의 흐름이 상 으로 강하게 나타

나는 조석체계의 변화를 래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 호 내측에 

치한 만경 하구역의 정 에서는 방조제 완공 후 입자가 

호내부에 정체되어 이동성이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는 

호내 체류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조석 향력의 감소로 

인해 장기 으로는 수질  생태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견된다.

그림 6. 정 에서의 입자 궤  비교

3.2 새만금호 내측 개발안에 따른 변화 
재 새만 호는 방조제 완공에 따른 격한 물리

인 변화에 이어 호 내부 개발을 한 방수제 공사와 내

부 설이라는  다른 큰 물리 인 변화를 앞두고 있

다. 향후 새만 호는 리수  EL(-)1.5 m를 유지하면

서 그림 7과 같은 형태로 내부 개발을 실시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외해역의 수리 상 분석과 함께 새만 호 

내부 개발안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다. 상세 내용은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한다. 



그림 7. 새만  개발 구상안(새만  사업단)

리수  EL(-)1.5 m를 유지하면서 재상태

(CASE_PR)와 방수제 완공  (CASE_1)그리고 방수제 완

공후 설을 실시하는 안(CASE_2)에 하여 호 내부의 

수리  변화  흐름변화를 악하여 다음과 같이 시간

에 따른 입자의 잔존 개수로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결과에 의하면 리수 를 유지하게 되면 호내 흐름

은 크게 변화 되지 않으며 정체 발생 가능이 높게 나타

난다. 반면 하계 홍수시 하천유량의 유입으로 인해 37 

%, 62 %, 59 % 로 잔존 입자 개수가 감소되어 나타나며 

이후 잔존입자의 변화가 크지 않는 정체 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모의 되었다. 홍수시 상류 오염원  비 오염

원의 량유입 후 호 내부의 수질 생태환경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지만 내부 설을 실시하게 되

면 수용면 과 층의 오염원 제거로 인해  수질 개선에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8. 시간에 따른 입자 개수의 변화

4. 결 론

EFDC 모형의 particle tracking  module을 이용하여 

새만  해역의 내·외측 수리 상 변화를 분석하 다. 

Eulerian 표  방법에 비해 Lagrangian 입자추  방법

은 새만  방조제 공사로 인한 수리 인 변화를 해석함

에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단된다.

새만  방조제 완공으로  변산반도  부근 조류의 왕복

운동은 크게 감소되며 상 으로 창조시 북향하는 흐름

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방조제 완공후의 만경·동진 하구

역 부근에서 입자  운동의 감소는 새만 호내부에서 조석 

향의 감소를 의미하며 향후 호 내부의 수질  생태환

경에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견된다. 새만 호 

내부 개발을 한 리수 를 설정하면서 재상태보다 

내부 방수제  설을 실시하는 것이 호 내부 흐름 개선

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리수  용에 따른 재

상태와 개발안과의 상 인 비교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홍수시 오염원 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되며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상류의 오

염원 제거  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만 호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호남  SeaGrant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2002~2009). 새만금 해양환경보
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서승원, 조완희(2007). 새만금호 완공전후의 
수동역학 변화 해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7(3B), 361-369.

서승원, 이화영(2008). 새만금호 완공에 따른 수질변
화 모의,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8(1B), 79-93.

서승원, 이화영 , 유상철(2010). 방조제 완공에 따른 
호내부 수질변화 모의,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
집 22(8), 258-271.

Choi, B.H. (2001). Effect of Saemangeum 
Tidal Barriers on The Yellow Sea Tidal 
Regime. Asian and Pacific Coastal 
Engineering.

Choi, B.H. and Lee, H.S. (2003). Perturbation in 
Yellow Sea tidal current regime due to barrier 
construction at Saemangeu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14, 143-153.

Craig, P.M. (2009). Implementation of a 
Lagrangian particle tracking sub-model for 
the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EFDC 해수유동모형의 계산시간 개선

Improvement of computing time in EFDC hydrodynamic modeling

정태성1․ 최종화

 Tae Sung Jung and Jong Hwa Choi

1. 서 론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

형은 POM(Princeton Ocean Model) 모형

(Blumberg  and Mellor, 1987)과 더불어 소스가 

공개된 3차원 흐름  확산 모의용 로그램으로 

수리학  문제의 연구와 환경 향평가 등을 해 

국내외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POM 모형

으로부터 생된 EFDC 모형은 해수유동 모의, 염

분과 수온의 확산 모의 외에도 유사이동 모의, 수

질 모의 등 다양한 요소에 한 모의가 가능하도

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소를 모의하

기 하여 매우 복잡하게 모형이 구성되어 있으

며, 로그램의 길이도 상당하여 10만 이 넘는

다. EFDC 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형은 

계산 요소별로 모듈을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모

의항목과 선택옵션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조건문 들이 있으며 다양한 변수의 장을 

하여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Tetra 

Tech, Inc., 2007a). 따라서 EFDC 모델은 다양한 

요소를 한 로그램에서 모의할 수 있다는 장 은 

있으나 계산과정에서 불필요한 메모리 할당과 조

건문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계산효율이 떨어지는 

단 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유동과 

퇴 물 이동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해

수유동과 퇴 물 이동 모듈외의 요소가 해수유동 

모의시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해수유동과 

퇴 물 이동의 계산에 불필요한 수질요소 모듈 등

을 모델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모형을 간략화하

고 계산시간을 비교하 다. 

EFDC 로그램의 리스트에서 수질과 련된 

메모리를 제거하 으며, 복잡한 조건문 들을 정리

하 다. 착성과 비 착성 퇴 물의 이동에 련

된 내용은 포함하 으며, 수질요소 모의과정을 제

거한 로그램의 계산성능에 해서 평가하 다. 

수정된 EFDC 모형(EFDC-E)을 사용하여 목포해역

에서 조류에 하여 3차원으로 모의하고,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모의결과를 수정되기 의 

EFDC 모형을 이용한 모의결과와 비교분석 하

다.

2. EFDC 모형의 주요 특징

EFDC 모형은 정수압 가정으로 3차원 도류를 

모의할 수 있으며, 착성  비 착성 퇴 물의 

수송도 모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질항

목의 이송-확산에 해서도 모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모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리학  문제의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

지 않는 다는 과 다른 수질모형을 활용하는 경

우가 많다는 을 감안하여 수질 모델링 부분을 

모형에서 분리하 다. EFDC 모형의 해수유동 계

산과정을 살펴보면, 정수압을 가정한 3차원 운동

방정식과 연속방정식, 연직확산계수를 계산하기 

한 2-방정식 난류방정식을 유한차분법으로 수치

해석한다(Tetra Tech, Inc., 2007b; Hamrick, 1992). 

수평방향 계산격자로는 직사각형(Cartesian) 는 

곡선(Curvelinear) 좌표계를 사용하며, 연직방향으

로는 총수심에 해 정규화한 σ-좌표계를 사용한

다. 난류방정식은 난류운동에 지와 난류길이에 

한 확산방정식(Mellor and Yamada, 1982)을 성

층화 모의에 안정하도록 개선한 Galperin et 

al.(1988)의 방법을 사용한다. EFDC 모형은 POM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퇴 물 이동 모의와 수질 

모의 등과 같은 다양한 모의기능을 추가하여 발

시킨 모형이다(Tetra Tech, Inc., 2007c;, Tetra 

Tech, Inc., 2007d). 서해안과 남해안에 리 존재

하는 조간 를 모의할 수 있는 기법이 모형에 포

함되어 있으며, 수평계산격자로는 Arakawa 

C-grid를 사용한다. 계산시간의 단축을 하여 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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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분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외부모드 모의에서

는 수 변화를 계산하기 하여 2차원 천수방정식

을 공액경사법(Conjugate Gradient Method)을 사

용하여 음해법으로 해석한다. 연직 분포를 구하기 

한 내부모드는 연직방향에 해서 음해법으로 

해석한다. 

요약하면, EFDC 모형은 해수유동, 퇴 물 이동, 

수질모의 등의 다양한 요소를 모의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를 모두 모형에서 포함하

기 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로그램의 총길이가 10만 이 넘어서 로그램

을 수정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한 많은 조건문으

로 인하여 계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3. 3차원 조류모의

 3.1 대상유역

EFDC-E 모형을 사용하여 목포해역의 3차원 조

류를 모의하고, 수정되기  EFDC 모형의 모의결

과와 비교하 다. 모의를 해 수평방향 격자크기 

200 m, 격자수 175 × 230으로 구성하 으며, 수심

자료는 수치해도를 활용하 다(Fig. 1). 수심분포

를 보면, 모델 역의 서측에는 30 m가 넘는 비교

 깊은 수심의 수로가 있고, 북측에 있는 청계만

에는 간사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내만은 여

러 개의 수로를 통해 외해와 연결되어 있다. 

목포해역의 조 변화를 살펴보면, 창조시간이 

낙조시간 보다 긴 낙조우세 조석특성을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제한된 역에서 모델링하는 경우에 

비선형 조석성분을 무시하고 개방경계에서 선형 

조석성분만 부여하여 내부 역에서 조 변화를 재

하면, 개방경계에 이미 존재하는 비선형 조석성

분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내부 역에서 비선형 조

석이 발생하지 않는다(정태성 등, 2010). Fig. 2에

서와 같이 비선형 특성을 보이는 목포항의 조 변

화를 모형에서 정확하게 재 하기 해서는 비선

형 조석성분( M4
분조와 MS4

 분조 등)을 모델 개

방경계에서 고려해야 목포해역의 정확한 조   

조류 측이 가능하다. Fig. 2는 일부 분조를 이용

하여 2006년 8월의 조 변화를 측한 결과(실선)

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측결과(●; 국립해양조사

원, 2006)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정확한 측을 

해서는 비선형 조석성분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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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pth profile for numeric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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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observed tide and the 

tide predicted with limited tidal constituents. 

3.2  계산시간 비교

수정된 모형 EFDC-E 모형의 계산 소요시간에

서 개선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평균 조기 기간

에 해 3일간을 계산시간간격 4 를 사용하여 

EFDC 모형과 EFDC-E 모형을 동시에 용하고, 

모의에 걸리는 계산시간을 비교하 다. 연직방향

으로는 격자를 10개 층으로 분할하 다. 3일간 모

의에 EFDC 모형은 4.7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EFDC-E 모형은 1.58시간(EFDC 모형 소요시간의 

33.3%)이 소요되었다(Table 1). 따라서 EFDC 모형

은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확인할 수 있었

다. 모형의 개선을 통하여 EFDC 모형의 계산시간

을 상당히 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em EFDC EFDC-E

Simulation period 

(day)
3 3

Time step (sec) 4 4

No. of layers 10 10

Computing time (hr) 4.75 1.58

Table 1 . Comparison of CPU time taken to   

          simulate in 3D models.

3.3 1개월간 조류변화 모의 

2006년 8월 9일부터 30일간 조 와 조류를 

EFDC-E 모형을 사용하여 모의하고, 측자료와 

비교하 다. 개방경계에서는 정확한 모의가 가능

하도록 비선형 조석성분을 포함하는 7개 분조의 

합성조석을 가지고 조 를 측하 으며. 모의결

과는 목포항 검조소의 실제 조 측 결과와 비교

하 다. 모의를 해서 연직방향으로는 10개 층을 

분할하 으며, 계산시간간격으로 4 를 사용하

다. 

EFDC 모형과 EFDC-E 모형의 조  모의결과를  

측조 와 비교해 보면, 일조부등과 낙조기간이 

창조기간보다 짧은 조석 비 칭성을 보이는 목포

항의 복잡한 조 를 Fig. 3에서와 같이 잘 재 하

다. 모의한 결과 에서 수면하 5 m에 가까운 

유속 계산결과를 Fig. 4의 정  A와 B에서 측

유속과 비교하 다(Fig. 5와 6). 1개월간 모형의 

계산유속은 체기간에 걸쳐 비교정  모두에서 

측유속과 크기와 방향성에서 반 으로 잘 일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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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bservations of tidal velocity.

정  A에서 창조류 평균유속은 측치는 52.88 

cm/sec, EFDC-E 모형을 이용한 계산치는 51.01 

cm/sec로 모의결과는 측치와 약 3.5 %의 오차

를 보 으나 낙조류는 0.5 % 오차를 보 다(Table 

2). 정  B에서 모의결과는 창조류 평균유속은 

43.74 cm/sec로 측치 48.05 cm/sec와 9.9 %의 

차이를 보 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측치 47.98 

cm/sec, 계산치 47.15 cm/sec로 1.9 %의 오차를 

보 다. 정  B에서는 소조기에 약 2일간의 결측

기간이 있었으며, 동일한 조건의 비교를 하여 

모의결과의 평균유속 계산에서 결측기간을 제외하

다. 유향은 정  A에서는 측유향과 거의 일

치하 으나 정  B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

는 정  B 부근이 유향이 크게 변하는 치로 모

의유속와 측유속의 산정지 이 정확하게 일치하

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EFDC-E 모형이 

반 으로 조 와 3차원 조류를 잘 모의하고 있

어서 모형의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

Flood velocity 

(cm/s)

Ebb velocity 

(cm/sec)

Obs. Cal.
Error

(%)
Obs. Cal.

Error

(%)

A 52.88 51.01 3.5 46.38 46.80 0.9

B 43.74 48.05 9.9 47.98 47.15 1.9

Table 2 Comparison of observed and 

calculated mea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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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ime variation of tide at 

Mokpo Harbour.



Time(day)
0 5 10 15 20 25 30

Observed

1 m/s

Calculated

1 m/s

Time(day)
0 5 10 15 20 25 30

Fig. 5 Comparison of tidal velocity time series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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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EFDC 모형에서 해수유동과 퇴 물 이동 모의

에 불필요한 메모리와 조건문, 수질모델 모듈 등

을 제거하여 효율화한 모형 EFDC-E를 사용하여 

목포해역에서 조석에 의한 해수유동을 모의하고 

비교한 결과, 간략화과정을 통해서 개선된 

EFDC-E 모형은 EFDC 모형보다 3차원 조류모의

에서 약 3배 빠르게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모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2006년 8월의 1개월간 조 와 조류를 측한 결

과, 정확한 조 와 조류를 측하기 해서는 주

요 4개분조의 합성조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N2
 

분조와 2개의 비선형조석( M4
와 MS4

)을 포함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립한 

EFDC-E 모형은 비교  정확하게 조 와 조류를 

모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된 모형은 앞으

로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수유동 상을 계산

하는데 기존 모형보다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못한 EFDC 

모형의 온도, 염분, 퇴 물 등의 이송-확산 모형에 

한 계산효율화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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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의 표층수온의 시간적 변화양상 모의
Simulation of the Temporal Variation on the Surface water Temperature 

in the Coastal zone

문형윤1, 조홍연2, 서경덕3

Hyoung Yoon Moon1, Hong Yeon Cho2 and Kyung-Duck Suh3

 

1. 서     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대표적 특징은 리아스

식 해안으로 외해수와의 해수교환율이 낮고 육지로부

터 유입되는 상당량의 염양염의 축적으로 매년 상습적

으로 발생하는 저층의 빈산소수괴(Oxygen Dificient 

Water mass) 형성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역할에 위협을 

받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 이 같이 주요수질인

자 DO의 분포모의를 위하여 연안에서 염분농도와 수

온에 의한 표층과 저층사이의 밀도 차에 의해 발생하

는 성층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성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인 수온(국립

수산과학원, 2009)의 연구사례에 대하여 Kazuro(2008)

는 파장감식 센서를 이용하여 장파복사량과 단파복사

량을 각개로 관측하여 호수의 표층수온 열교환 모의 

및 검증에 이어 연직 열확산 비정상 모의를 수행하였

다. 조홍연 등(2010, 2007)은 연안과 원양에서 Bouy의 

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층과 기온의 상관관계 규명 

및 이력현상을 분석을 수행하였고. Vassilis(2003)는 여

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연직 방향으로 정상상태 가정

에 따라 열, DO의 확산 및 반응에 대하여 모의를 수행

한 바가 있다.

물론 관측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모의에 의한 표

층수온 산정이 무의미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여섯 곳이며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서해와 남해의 여타 

지역들에 대하여 산재된 수산자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었을 때 시간적 해상도가 높은 기상 및 기후

자료를 활용하여  여타 모의를 통한 표층수온 모의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평형 방정식의 무차원 수치해석을 

시행하여 표층에서 생성되는 열량의 시간적 변화양상

의 모의하고 cos함수를 적용하여 혼합층 두께의 역산

(Inverse theory)을 통해 보정 및 검증을 시행하여 수온

자료의  시간적 해상도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2. 대상지역 및 입력자료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관측 자료의 유무를 우선시

한다. 마산만(해수)을 기준으로 담수, 혼입수, 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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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양상에 따른 모의를 위해 낙동강 하구둑(담수)을, 
지리적 인자가 복사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해 시화호(해수화)를, 총 세 곳을 선정하였다. 

Fig. 1 Selected sites according to geographical
and retention characteristics

각 지점의 위도와 경도는 좌측부터 ′ ″ 
′ ″(시화호), ′ ″′ ″ (마
산만), ′ ″′ ″(낙동강 하구둑)이다. 
각 지역의 표층 관련자료는 국가 해양 환경 정보 통합 

시스템-해양수질 자동측정망, 천문자료는 천문우주지

식정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열평형 방정식

Kazuro(2008)은 연직 열확산 비정상 모의에 앞서  

표층 경계조건 산정을 위해 장파복사량과 단파복사량

을 각각 관측 후 열수지 분석을 통하여 표층수온을 산

정하였고 Bouy관측을 통한 실측값과 비교한 사례가 

있다.

Fig. 2 The well-simulated case of heat budget 
analysis  by Kazuro (2008)

 

본 연구에서는 관측 복사량 자료 및 표층수온 자료

가 전무하다는 가정 하에 열평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열수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Edinger et al.(1974)는 

표층수체의 상태변화는 열 교환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안된 열평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비열·℃ , 는 밀도, 
는 혼합층(vertically well mixed layer) 깊이다. 

식 (1)의 분자항 전체는 순 복사율로 단위는 ·
이다. 우선 는 단파복사량 열 흡수계수이며 박상근

(1998)의 연직 확산모의에서 민감도분석 결과값 0.9를 

채택하였다. de Jong et al.(1979)이 이용한 단파복사

율 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알베도 상수로 Vassilis(2003)에 의하

면 일(day) 단위 모의에 있어 표면수는 0.07이 보편적

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Lee(2010)는 국내 21개 지점에

서 일 단위 복사량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식 (2)와 21개

의 모든 지역에 적합한 세 개의 인자   ,  , 를 제안

하였다. 맑은 날의 단파복사율 은 Cogley(1979), 
Lee(2010)가 이용한 식을 채택하였다. 대기로부터 유

입되는 파장 중 흡수되는 장파복사율 는 Thomann
과 Mueller(1987)가 제안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Stefan-Boltzmann 상수, 증기압 

   × , 맑은 날 복사량 측정값과 평균값의 비

율-공기 온도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는 0.5~0.7
의 값을 가지며 가 20℃이상일 경우 0.7이 보편적

으로 쓰인다고 기술되어있으며 이를 채택하였다

(Thomann과 Mueller, 1987). 포화증기압 의 경우 

여러 경험식들이 제시되었는데 Kotsopoulos와 

Babajimopoulos(1997)는 그간 제시된 몇몇 경험식에 

의해 산정된 값과 실험값 비교를 통하여 modified 
Svehlik equation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채택하였다. 
반사되는 장파복사율 의 경우 일 단위 모의에 있어 

일평균 장파복사율의 3% 정도라 제안하였고 이를 채

택하였다.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복사량 은 

Stefan-Boltzmann 법칙에 따르며 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물의 복사계수는 약 0.97이라 기술되어 있

으며 이를 채택하였다. 증발에 의한 열 손실률(잠열) 
와 대기로 전도되는 열  는 다음과 같은 경험식으

로 제시된다.

  
                    (5)

  
                   (6)

여기서, 는 경험식에 의한 Bowen coefficient로 

℃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의 경우 각 

관측소에서 풍속측정 해발고도가 5~6m 사이임을 감

안하였을 거리와 고도의 관점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

는 기상자료의 활용에 비해 관측소의 풍속자료를 활용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채택하였다. 

4. 모의과정

식 (1)의 좌변에 전방차분을 적용하면 아래의 식 (7)
와 같이 간단한 차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7)

여기서, 은 순 복사율, ∆는 1 day이다.
모의기간은 2005.01.01.~2010.12.31.으로 총 6년

(2191days)에 걸쳐 시간에 따른 표층수온변화를 모의

하였다. 실측자료의 결측구간은 직전/후값을 사용하여 

보간을 시행하였으며 초기값  의 경우 실측된 

표층자료의 최초관측자료(2005.01.01)가 이용되었으

며 이중 앞의 1461일은 보정, 뒤의 730일 검증에 활용

되었다.


  

                             (8)

실측값과 모의결과와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산정은 의 증가에 따라 이뤄지며 ,  , 에 

대하여 반복연산을 시행하여 최소값을 일 때의 인자를 

채택하였다. 모의결과와 실측값의 좀 더 자세한 비교

를 위해 Index of agreement를 산정하였다. 

5. 결과 및 검증

시화호(해수화)의 경우 검증기간에 대한 비교결과 약 

10~20day정도의 lag가 발생하였고 낙동강 하구둑(담
수)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였을 때 작은 편차와 높은 

선형성을 나타내지만 여름철 모의결과가 과대 산정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results and 
observations. (a) Lake Shihwa (b) Masan 
Bay (c) Nakdong Estuary

채택된 혼합층 주기함수의 세 인자와 산정된 오차 및 

혼합층 주기함수의 세 인자를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

다.

(a)

(b)

(c)



Lake      
    Shihwa

Bay
Masan

Estuary
Nakdong

depth 15m 11m 5m

   0.6447 0.6141 0.6128

   7.8 6.0 3.0

   0.1 2.3 0.1

   261 82 253

 0.4941 0.7835 0.5667

 0.3770 0.6850 0.5475

 2.8444 1.7365 2.6965

 3.0789 2.0681 2.7089

남은 730일이 걸쳐 행하여진 검증에서는 세 지역 모

두 보정 때보다 낮은 RMSE를 기록하여 채택된 인자

가 모의에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6. 결     론

혼합층 두께의 역산이론 적용을 통하여 표층수온의 

모의를 시도하였고 검증결과 실측자료의 주기성이 잘 

반영되었으나  RMSE의 범위는 1.7365~2.8444로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모의-실측의 상관관계에 의

하면 담수의 경우 편차는 적지만 과다 산정됨은 해수

와의 비열이 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인 것

으로 사료되며 해수의 경우 여름철 유입되는 담수에 

의한 교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정된 혼합

층 두께 관련인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혼합층을 반

영하기는 힘들며 모델보정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실측값과 모의값의 RMSE 최소수렴에 따른 모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실측값의 추세 및 편차를 잘 반영한 

보간이 선행된다면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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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of the Missing Data Indicator in East sea (Black =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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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서의 결측 자료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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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of the Missing Data Indicator in West sea (Black =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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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자료의 처리 기법

Pre-processing of the continuous monitoring data 

in the coastal environment

조홍연1, 오지희2

 Hongyeon Cho1 and Jihee Oh2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와 련하여 해양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수온  염분 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이  고정 측 시설을 

이용한 수온  염분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 자료는 

측 시간 간격이 분, 시간 는 일 단  정도로 시간

인 해상도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 운

이나 검  센서 오작동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결측 

구간이나 특이치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속 인 모니터

링을 통한 자료 생산의 경우, 이러한 결측 구간의 발생

은 거의 외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능한 결측 구간

을 최소화하거나 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측 구간의 

자료를 추정함으로써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

도 연안의 수온 측 자료에 하여 간단하고 효율 으

로 특이치를 제거하고 결측 자료를 보완 하는 기법에 

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2.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

공하는 어장정보시스템의 표층 수온 자료다. 본 자료는 

서해, 남해, 동해의 측 지 에서 약 30~60분 간격으로 

측된 수온 자료로 측기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결측 

자료  불량 자료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Fig. 1은 각 

지 에서의 자료 존재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에서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 hycho@kordi.re.kr

2 한국해양연구원 / wld12@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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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진도 회동에서의 10시 표층 수온 자료와 평활
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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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동

해안 자료는 체 으로 측 기간이 짧고 결측 자료가 

많았다. 반면, 서·남해안의 자료는 체 으로 측 기

간이 길고 결측 자료가 비교  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서·남해안의 자료 , 측 기간이 길고 결측이 

은 5개 지 의 자료에 한 처리를 수행하 다. 5

개 지 은 보령 효자도(36.39°N, 126.44°E), 여수 자

(34.59°N, 127.69°E), 완도 청산(34.17°N, 126.85°E), 진

도 회동(34.40°N, 126.38°E), 통  운(34.79°N, 

128.42°E)다. Fig. 2는 5개 지 의 측 자료의 10시 자

료다. 비교  양호한 수 이지만 결측된 부분과 특이치

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이  론

본 연구에서는 MATLAB의 smooth 함수를 이용하

여 평활화(smoothing) 작업을 수행하 다. smooth 함

수에는 여러 선택 사항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loess

라는 방법을 이용하 다. 이는 선형 가  최소 제곱법

(weighted linear least squares)을 이용한 지역 인 회

귀분석을 하는 것으로 평균편차(mean absolute 

deviation)의 6배를 특이치로 보고 특이치에 해선 가

치를 0으로 둔 로버스트 추정법이다.  평균편차

의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n은 변량의 개수, 는 변량, 은 변량의 산

술 평균치를 의미한다. 

Fox(1972)는 특이치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정의했는데, 가법  특이치(additive outlier, AO)와 

신  특이치(innovative outlier,IO)가 이에 해당한다. 

AO의 모델을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크로네커의 델타(Kronecker delta) 함

수(  이면,    ; 이면, 0)이고, 는 자기상

회귀모형(AR)을 따른다. IO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2)

 AO는 모수 추정에 큰 향을 래하지만, IO는 크

게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by와 

Martin, 1979; Chang 등, 1988). 본 연구에서는 AO를 추

출하는 것에 집 하려고 한다. 

4. 결  과

서·남해안의 5개 지 에서의 표층 수온 자료에 하

여 먼  평활화(smooting) 작업을 수행하 다. Fig. 3은 

진도 회동의 자료로 기존 자료와 평활화 자료를 보여주

고 있다. 기존의 수온자료를 보면 무리와 떨어져 있는 

들을 볼 수 있다. 이 특이치들을 제거하기 하여 평

Fig. 2 표층 수온 일평균 자료(위에서부터 보령 효자
도, 여수 자봉, 완도 청산, 진도 회동, 통영 영운) 



Fig. 5 특이치를 제거한 진도 회동에서의 10시 표층 
수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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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진도 회동에서의 10시 표층 수온 자료와 평활
화 자료의 잔차에 대한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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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새롭게 생성된 진도 회동에서의 10시 표층 수
온 자료

활화 자료와 기존의 시계열과의 잔차에 한 표  편차

를 구한 뒤, 평활화 자료로부터 표  편차의 3배 이상 

떨어져 있는 값들을 특이치로 보고 제거하 다. Fig. 4

는 잔차에 한 히스토그램이고 Fig. 5는 특이치가 제거

된 수온 자료다. 기존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자료 무리

에서 벗어난 자료들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결측된 자료들을 채우기 하여 결측되거나 특이치

로 제거된 부분에 평활화 자료와 잡음의 합을 넣어주었

다. 이 때, 잡음은 앞서 구한 잔차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라미터로 갖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Fig. 6

는 새롭게 생성시킨 수온 자료로 결측치와 가법  특이

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수온

자료에 한 가법  특이치를 제거하고 결측구간을 보

충하 다. 특이치를 제거하거나 결측구간은 채우는 것

에 한 기법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

으나 효율 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특이치와 결측구간을 보완하지 않은 불

량 자료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에 더욱 

어려움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 으로 특이

치를 제거하고 결측구간을 보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용하기 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

는 표층 수온자료 에서 비교  측기간이 긴 서·남

해안의 5개 지 인  보령 효자도, 여수 자 , 완도 청산, 

진도 회동, 통  운을 선택하 다. 도구로는 

MATLAB에서 제공하는 smooth 함수를 이용하 고, 

여러 선택 방법  rloess, 로버스트 선형 가  최소 제

곱법을 이용한 로버스트 추정을 선택하 다. 그 다음, 

평활화 자료로부터 벗어난 값들을 제거하 는데 기

은 평활화 자료와 기존 자료의 잔차에 한 표 편차의 

3배 구간으로 그 밖의 값들을 특이치로 여겼다. 마지막

으로 특이치로 제거된 지 과 결측된 구간을 채우는 작

업을 수행하 다. 이 구간에는 평활화 자료와 앞서 구

한 잔차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라미터로 갖는 정

규분포로부터 생성된 난수의 합을 넣었다. 

비교  간편하고 효율 인 방법으로 특이치를 제거

하고 결측구간을 보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

료의 무리에서 많이 벗어난 값들을 제거하 는데 추후

에는 자료 무리 근처에 존재하는 특이치들을 고려하여 

불량자료를 개선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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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서부 연안의 생태계모델링

Development of water quality model in Puget Sound

김태윤1, T. Khangaonkar2

Taeyun Kim1, T. Khangaonkar2 

1. 서  론

미 북서부에 위치한 Puget Sound는 4,000km의 복

잡한 해안선을 포함한 피오리드 형태의 연안이다. 

많은 폐수 처리시설이 긴 해안선에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고 농도 영양분이 이 연안으로 직접 배출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봄과 여름사

이에 태평양으로부터 낮은 산소가 저층으로부터 유

입되어 Puget Sound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한 Puget Sound 남쪽지역과 Puget Sound의 팔에 해

당하는 Hood Canal지역에서 자주 저 산소 현상이 

관측되어지고 있다 (Newton et al. 2002; Bahng et 

al., 2007; Sackmann, 2009).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Puget Sound지역의 

수환경문제를 서술하고, 유입된 폐수로 인한 Puget 

Sound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절

실히 요구되어 진다.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연구방법 중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이 

유동·수질모델링이다. 그리하여 많은 모델들이 개

발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Kim 

et al.(2010)에 의해 개발된 생태계모델(FVCOM + 

CE-QUAL-ICM)을 Puget Sound에 적용하여 연구지

역의 수질 뿐만 아니라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서술하려고 한다.

2. 방  법

Puget Sound의 복잡한 해역을 효과적으로 수치모

델링을 하기 위하여 unstructured 격자를 사용하였

다 (Fig 1.).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격자수는 9013 

nodes 와 13976 elements 이다. 생태계모델을 구현

하기 위하여 먼저 유동장계산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을 계산하기 위하여 여러 유

동연구를 통해 검증된 수치모델 FVCOM을 사용하였

다(Chen et al., 2003, 2005; Frick et al., 2007; 

Huang et al., 2008). FVCOM으로 계산된 수위, 유

속, 염분, 수온 등의 값들이 수질모델링을 위하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질모델은 

CE-QUAL-ICM으로서 많은 연안 연구에 사용된 범

용적인 모델이다 (Cerco and Cole, 1994; 1995). 

Fig. 1. 수치모델에 사용된 모델 격자

해수유동모델 FVCOM과 수질모델 CE-QUAL-ICM

의 접목에 관한 내용은 Kim et al. (2010)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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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질모델링에 필요한 해수유동모델의 계산값

에 관한 검증도 본 논문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

나, Khangaonkar et al. (2011)의 논문에서 본 연구

에 사용된 유동장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질모델은 19개의 수질변

수들을 계산한다. 수질변수의 종류는  두 개의 플랑

크톤(diatom 과 dinoflagellate), 산소, 질소, 인, 탄소 

등이다. 강과 외해에서 유입되는 수질자료는 

WSDOE(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in 

USA) 와 DFO(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in Canad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Fig 2).  

Fig. 2. 외해와 강에서 유입되는 수질자료가 수집

된 위치

바람과 태양열에 관한 대기 경계 자료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NARR(North American Regional 

Reanalysis)로부터 얻어졌다. 99군데의 폐수처리시설

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자료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였

다 (Fig 3). 수질방정식에 들어있는 많은 변수들은 

연구지역에서 실측 또는 널리 사용되어진 변수값을 

사용하였으며, 정해진 변수값이 없을 경우 다른 모

델연구를 통해 얻어진 그 변수값의 범위 내에서 타

당한 값들을 산출하였다.

 

Fig. 3. 폐수처리시설의 위치

3. 모 델 결 과

일 년간의 Spin-up을 실시한 후, 2006년 1월 1일

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수질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수질 예측치는 WSDOE가 연구지역에서 매

달 15지점에서 관측한 자료와 비교·검증하였다 

(Fig. 4). 

Fig. 4. 연구지역 안에서의 수질 관측지점

Puget Sound의 남쯕 관측지점(CMB003)에서의 수

질관측치와 모델결과치의 시간적 변화를 Fig. 5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열은 플랑크톤의 시간적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결과치와 관측치에서 알 수 

있듯이 봄과 여름에 플랑크톤의 증가를 나타내는 

데, 봄철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 수온이 상승하는 하

는 시기로 diatom이 주로 이 시기에 증가를 한다. 

그리고, 여름에는 dinoflagellate가 풍부한 태양광선

과 따뜻한 수온 등으로 인해 그 양이 늘어난다. 두 

번째 열은 산소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플랑

크톤이 증가하면서 산소도 함께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플랑크톤이 증가하면서 광합성으로 많은 산소

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열은 NO3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플랑크톤이 증가함에 따라 NO3

가 감소함을 나타내 준다. 이는 플랑크톤의 영양분

인 NO3가 증가된 플랑크톤의 섭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마지막 열인 PO4도 플랑크톤의 영양

분으로써 플랑크톤이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줄어

듦을 보이고 있다. 

 

Fig. 5. 관측지점(CMB005)에서 수질관측치와 모델

결과치의 시간적 변화.

4. 결  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미 북서부 연안의 

수질을 재현하고 현재 그 연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들을 논하기 위해 생태계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최

근 개발된 생태계모델(FVCOM + CE-QUAL-ICM)을 

Puget Sound에 일 년동안 적용하여, 수질변수(플랑

크톤, 산소, 영양분)들을 계산하였다. 

플랑크톤의 경우 봄과 여름에 그 양이 증가함을 

보였다. 봄철에는 추운 겨울을 지나 수온이 상승하

는 하는 시기로 diatom이 주로 이 시기에 증가를 했

고, 여름에는 dinoflagellate가 풍부한 태양광선과 따

뜻한 수온 등으로 인해 그 양이 늘어났다. 산소의 

경우, 플랑크톤의 광합성으로 인해 플랑크톤이 증가

할수록 산소양도 증가하였다. 플랑크톤의 영양분인 

NO3와 PO4는 플랑크톤의 섭취로 인해 플랑크톤이 

증가할 때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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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용 해양 보 모델의 표면 경계 조건 개선

Improvement of surface boundary conditions of 

regional operational ocean model

              

기천1(한국해양연구원), 이동 2( 국해양 학/한국해양연구원), 

최정운3(한국해양연구원)

, 

     인간의 활동이 집 되어 있는 연안에서 해양 보 지원을 해서는 지역 연안 보 모델의 기조

건의 생산 제공과 아울러 외해 경계조건과 해양 표면에서 표면경계조건으로 운동량, 열, 수증기의 교환량

의 추정이 필요하다. 외해 경계조건은 재로서는 선진국의 지구 해양 모델의 결과를 이용할 수 밨에 

없는 실이지만 더욱 정확하게 연안 보정보 생산지원을 해 우리나라 주변 연안해에서 기 조건과 

표면 경계조건의 개선을 한 연구 개발은 운용해양 보 시스템 구축에 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본 발

표에서는 먼  재 업에 활용되고 있는 여러 지역 연안 보 모델에서 표면 경계 조건의 산출 방법을 

여러 문헌 조사와 용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그 황과 문제 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 연안 해

양의 더욱 정확한 연안 보 지원을 해 연안해의 표면 경계조건 개선을 한 기 연구를 소개하고 개

선 방향을 제시하고 토의한다.

     육지 향이 은 곳에서의 연안에서 그리고 외해에서 해양 표면에서의 운동량, 열, 수증기의 럭

스 측 자료의 축 이 필요한데 그동안 을릉도 동북방의 정 , 태안의 연안 육교 등 연안, 그리고 이

어도 해양과학 기지 등에서 측된 럭스의 장 자료의 분석과 그 문제 에 해 평가하고 연안 랑

의 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향후 지역 연안 모델의 개선을 한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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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해양 시스템에서의 모델 스킬 평가

Model Skill Assessment for the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조경호1, 권재일2, 박 순3

 Kyoung-Ho Cho
1
, Jae-Il Kwon

2
 and Kwang-Soon Park

3

1. 서론

최근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 해역에 한 운용

해양시스템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을 개발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Park et 

al., 2009). 재 KOOS에서는 매일 72시간 해양 측

보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한 그래픽 인

터페이스 (GUI)도 개발 에 있다. 이러한 해양 보시

스템의 개발과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시스템에 

한 평가이다 (Hess et al., 2003). 특히 해양 보 모델들

의 정확도와 성능(performance)을 체계 으로 평가하

는 것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10년간 해

양 모델 평가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Taylor, 2001; Hess et al., 2003; Stow et al., 2009). 

모델에 한 스킬 평가 (skill assessment)는, 객

인 방법으로 모델 측 결과와 측 자료의 비교를 통

해, 모델의 에러를 일련의 통계량 혹은 스킬량으로 나

타내는 것이다. 한 계산된 모델 스킬량과 이를 어떻

게 시각 으로 효과 으로 나타내는가도 요하다 

(Stow et al., 2009). 단순히 모델 스킬량만 계산하는 것

이 아니라, 계산된 스킬량의 수용임계값 (acceptance 

criteria)을 지정하여 측 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용 불가된 모델에 해서

는, 모델 라이터를 조정 (model parametrization)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측 모델스킬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간이화한 도표 (simplified 

diagram)를 도입하여 평가된 각 모델 스킬을 보다 용이

하게 표 하는 표 화된 모델 스킬 평가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 인 웹기반 KOOS GUI 

(Web-based KOOS Graphical User Interface)와 결합

하여 KOOS 유 들에게  해양 측 정보를 보다 편리하

고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다. 

2. 관측자료 및 모델

2.1 관측자료
한국해양연구원은 여러 기 들을 통하여 측

된 기상  해양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해

양조사원 (KHOA)은 조 , 랑, 해류, 수온, 염분

을 포함한 해양자료와, 바람, 기압, 기온을 포함한 

기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KMA)에서도 

육상 기상자료  해양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되

어 KOOS DB 서버에 자동 으로 장된다.

2.2 운용해양 예측모델
KOOS에서는 4개의 해양 모델들 ⎯ FVCOM 

(Chen et al., 2003), MOHID, ROMS (Haidvogel 

et al., 2000), KORDI-S (Lee et al., 2008) ⎯ 과 1

개의 기상 모델 (WRF)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

난 2009년에 구축된 폭풍해일 측시스템을 기반

으로 KORDI-S 이외에 3개의 3차원 모델들을 추

가하여 구축되었으며, 폭풍해일 이외의 해양순환

에 한 반 인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 모델들

은 WRF를 통해 측된 72시간의 바람, 기압장을 

해수면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고, 역모델인 

HYCOM (www.hycom.org)으로부터 기조건  

개방경계조건을 얻는다. 해양모델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72시간 측을 하게 되며, 그 결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 연수연구원 / kch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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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ies Range Acceptance Criteria

RMSE 0 to +∞ < 0.15 (m)

ARE 0 to +∞ < 15.0 (%)

CSI -1 to +1 > 0.9

IOA 0 to +1 > 0.9

MB -∞ to +∞ < ±0.1

R2 0 to 1 > 0.9

과는 HDF 혹은 netCDF 일 형태로 장된다. 

3. 모델 평가 방법

측값과 측값을 비교하기 해 선택된 통계

량  스킬량은 다음과 같다. 

Root mean square error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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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agreement (IOA):

     ( ) ⎥⎥
⎥
⎥

⎦

⎤

⎢
⎢
⎢
⎢

⎣

⎡

−+−
−=

∑
=

N

i
ii OOOP

RMSENIOA

1

2

2)(1

Model bias skill error (MB):

      ( )∑

∑

=

=

−

−
=

N

i
i

N

i
ii

OO
N

OP
NMB

1

2

1

1

)(1

R-squared (R2):

 

여기서 P와 O는 각각 모델 측값과 측값을 

나타내고, N(혹은 n)은 측자료의 수이다. 평균

한 측값과 측값은 와로 표시되었다. 이

게 다수의 스킬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측 결과를 

더 명료하게 평가하기 함이다. 해양 측모델들

의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스킬량은 

MATLAB과 간단한 Perl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

으로 계산되어 진다. Table 1에 각 스킬량의 범  

 시스템에서 정한 수용임계값을 나타내었다.

모델 스킬 평가를 도식화하는 방법들 에 하

나로서, Taylor Diagram (Taylor, 2001)은 복잡한 

해양- 기 모델 스킬 평가를 도식화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Jolliff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Taylor Diagram에 좀 더 많은 스킬량

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하 다. 이러한 

스킬평가는, 시스템이 수용 가능한 결과의 용이성 

(availability), 품질 (quality), 시도 (timeliness)

가 측도에 향을 끼치기 때문에 (Hess et al., 

2003), 측모델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에 걸쳐 

용될 것이다.

Table 1. Range and acceptance criteria for each 
skill quantity for water elevation.

4. 결과

4.1 시계열 조위 비교
측된 시계열 조 결과는 33개의 조 측소 

치에 해당하는 격자지 에서 내삽법을 이용하여 

추출해 내었다. 조  시계열 비교는 33개 지 에

서 수행되었으며, 측지 에 해당하는 모델 격자

가 없는 경우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운용학  측

면에서, 시계열 비교는 매일 자동 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2011년 4월 8일에 한 선택된 2개 

측지 (인천, 제주)에서의 시계열 비교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는 2011년 4월 7일에 수행되었던 3

일간(72시간) 보 , 두 번째 날에 해당되는 모

델 측값을 추출하여 해당날짜 측값과 비교가 

이루어졌다. KORDI-S에 경우 해수면의 amplitude

와 phase 결과가 매우 좋게 나타났으며, 몇몇 모

델들의 경우 다소 phase 차를 나타냄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각 모델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타났는

지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해서는 스킬량 계산

이 필수 이다.



    Skill 

Model
CSI IOA R2 MB

RMSE 

(m)

ARE 

(%)

INCHEON

FVCOM 0.97 0.97 0.87 0.07 0.70 34.9

ROMS 0.98 0.98 0.90 0.10 0.64 31.8

KORDI-S 1.00 1.00 1.00 0.01 0.09 4.7

MOHID 0.99 0.99 0.95 0.10 0.48 28.8

JEJU

FVCOM 0.96 0.94 0.83 -0.16 0.33 29.8

ROMS 0.92 0.96 0.85 0.02 0.23 16.3

KORDI-S 1.00 0.99 0.99 -0.21 0.12 11.2

MOHID 0.99 0.99 0.96 -0.03 0.12 9.4

Figure 1. Time series comparisons for water 
elevation at Incheon (upper) and Jeju (lower) on 
April 8th, 2011: Observation (red); FVCOM 
(pink); ROMS (black); KORDI-S (green); MOHID 
(blue).

4.2 모델 스킬 평가 및 도식화
에 언 한 6개의 스킬량을 가지고 각 모델에 

한 스킬 평가를 실시하 다. 선택된 2개 측지

(인천, 제주)에 하여 각 모델별 스킬량을 계산

하 다 (Table 2). 두 측지  모두 모델들의 CSI 

와 IOA (>0.95)는 높게 나타났다. R2는 비교  높

은 값 (>0.80)을 보 지만, 몇몇 모델의 경우 수용

임계 (0.9)를 넘지 못했다. MB의 경우, 인천에서는 

모든 모델 결과가 수용할 만하지만 제주에서는 두 

개의 모델만 만족함을 보여 다. ARE의 경우, 

KORDI-S와 MOHID가, RMSE의 경우 KORDI-S만 

수용임계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안

에, 수용임계를 넘은 값들은 굵게 표시하 다.

계산된 스킬량을 효과 으로 도식화하기 하

여, 수정된 Taylor Diagram (mTD)을 이용하 다 

(Fig. 2). 그림에서 왼쪽은 인천, 오른쪽은 제주에 

한 mTD로, 에서 기술한 6개 의 4개의 스

킬량 (R2, RMSE, MB, IOA)과 표 편차를 포함하

고 있다. 색으로 표시된 것이 측값의 일일평

균으로 ‘perfect'로 표 하 고, 각 모델 측값이 

’perfect'에 가까울수록 모델 스킬이 높음을 나타

낸다. 종합 으로, 인천에서는 KORDI-S가, 제주에

서는 MOHID가, 모든 스킬량에 한 수용임계를 

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 다.

Table 2. Skill quantities computed for water 
elevations at two stations (Incheon and Jeju). Bold 
values are acceptable in KOOS.

5. 요약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운용해양 보 시스템의 해양

보 모델들을 평가하기 해서 다수의 스킬량을 이

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 고, 각 스킬량에 해 

수용임계값을 정하여 각 측지 에서 어떤 모델

이 수용할만한지를 알아보았다.  확장된 Taylor 

Diagram을 통해 각 모델의 스킬 분포를 효과 으

로 볼 수 있었다. 두 측지 에서, 몇몇 모델의 

CSI, IOA, R2 값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RMSE와 

ARE 값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조석의 진폭과 

상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모델 격자가 

충분히 세 하지 못하여 측지 을 포함하지 못

함에서 기인하거나 수심 (혹은 수로)을 제 로 표

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해안에 치한 조 측지 은 조석의 향보다는 

랑에 의한 해수면 변동이 비교  크기 때문에, 

해양 측모델에서 랑 모의가 필수 이다. 

모델 스킬 평가는 체계 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으로 구축되어, 수용임계를 넘지 못한 모델에 

해서 해당 모델러에게 모델 개선을 제시하게 된

다. 모델 개선은 모델 라미터 조정을 통해 이루

어지며, 이러한 조정은 모델 스킬이 운용해양시스

템이 목표로 하는 수용임계에 도달하기까지 반복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델 스킬 평가

시스템은 KOOS의 해양 측정보 개선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재 조 에 한 모델 스킬 평가뿐만 아니라 

염분, 수온, 해류, 랑, 바람에 한 스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응용 면에서, 재 운용 



Figure 2. Modified Taylor Diagrams for KOOS forecast model skills in water elevation at Incheon (left) and 
Jeju (right) on April 8th, 2011. Correlation coefficients, standard deviations, and RMS differences are 
presented in the upper half-circle, and IOA and MB are plotted in the lower half-circle.

인 폭풍해일 측시스템 (KORDI Operational 

Storm Surge Prediction System: KOSY)과 구축 

인 해난수색구조 (Search and Rescue) 모델에 

한 스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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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caled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coastal hydrodynamics in 
Korea

연안 순환 예측시스템 구축

 Hak Soo LIM1, Chang S. KIM2, and Kwang-Soon Park3

임학수1, 김창식2, 박광순3

1. INTRODUCTION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is a research project funded by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in Ko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duce and give users the forecasted 
information which is needed to support ocean 
activity and to resolve various concerned problems.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has been carrying out the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program since August, 2009 and is supposed to 
finish its 1st stage until 2013. Presently the major 
efforts are focused on the setting and testing 
operational system with data management 
including information service. With the real-time 
observing networks, KOOS has developed the 
coastal/ocean forecasting system around the Korea 
waters. Now, 10 numerical models are under 
testing; two numerical weather models (WRF and 
UM), two wave models (SWAN, WAM) and six 
ocean/coastal models (ROMS, MOM3, KOSY 
(Park et al., 2009), FVCOM (Chen et al., 2006), 
MOHID (MOdelo HIDrodinamico), ADCIRC).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down-scaled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using 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 for 
high-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and 
hydrodynamics in Korea. The regional operational 
model system with fine grid covers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which it is nested 
with Yellow Sea operational model using ROMS 

for boundary condition. With predicted 
atmospheric forcing including surface wind stress, 
net heat flux and water flux obtained by 
operational atmospheric model WRF, the model 
predicts tides, wind-driven circulation, temperature 
and salinity 2 times a day for 72 hours. The 
predicted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based 
coast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validation of 
operational model and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2. The Operational Model ROMS

The 3-D hydrodynamic model ROMS is used as 
the coastal circulation and hydrodynamic model. 
Originally the ROMS has been developed as a 
community model by the Rutgers University USA 
(Haidvogel et al., 2008). The model uses a 
horizontal curvilinear grid system and stret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 in vertical array. It has 
been widely used for a prediction of hydrodynamic 
variables as well as sediment transport study with 
highly resolving tidal flat dynamics (Kim and Lim, 
2007, 2009, Warner et al., 2008). Wave coupled 
model ROMS enhances the current related bottom 
stress due to the wave induced oscillatory boundary 
layer, and wave friction is also increased due to the 
currents (Warner et al., 2008). Being module-based 
model system, the ROMS is to be operational with 
easy link or coupling with other models such as 
WRF for meteorological surface forcing, SWAN 
for waves, sediment transport, CE-QUAL-ICM 
(Cerco and cole, 1993) coupled external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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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lity, and even with nonlinear processes.
For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modeling 

system of Korea coastal waters, we use four 
different domains with cell size of 1.5 km; two 
domains are for the western coastal waters 
covering 124.0 – 127.0°E, 34.6 – 38.4°N, and other 
two domains are for the southern coastal waters 
covering 125.0 – 130.5°E, 32.8 – 35.8°N. We use 
20 levels in the vertical array with significant 
stretching near the surface and bottom. For the 
tides at open boundary, we use major 8 tidal 
constituents with semi-diurnal tidal constituents 
(M2, S2, N2, K2) and diurnal tidal constituents 
(K1, O1, P1, Q1) derived from the regional ocean 
tide model NAO.99jb with 5′resolution 
(Matsumoto et al., 2000). The initial condition of 
the model are computed with 2 years simulation 
using monthly mean temperature and salinity derived 
from the World Ocean Atlas 2005 (WOA2005) and 
monthly mean surface forcing derived from the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 
(COADS). Recently, the down-scaled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is nested with other operational 
modeling system with 9km grid covering the entire 
area of the Yellow Sea. It predicts tides, 
wind-driven circulation, temperature and salinity 
two times a day for 72 hours. So, the boundary 
condition of nested model uses the predicted results 
from the Yellow Sea operational model. The 
surface forcing including wind stress, heat flux and 
water flux obtained twice a day (05:00 and 17:00 
Local Standard Time) from the operational WRF 
with 4km fine mesh simulated by KORDI is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atmospheric forcing 
for the regional model. For the restart of the 
operational system, the model uses the previous 
result simulated 12 hours before as an initial 
condition. With predicted atmospheric forcing and 
nested boundary condition, the model forecasts 
tides, wind-driven currents, temperature and 
salinity twice a day (07:00 and 09:00) for 72 hours. 
In case of typhoon approach, the operational model 
use weather model CE for accurate wind forcing 
which is changed with its typhoon track and wind 
strength.

3. RESULTS

The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y system of 
KOOS comprise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3-D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The hydrodynamic 
variables are forecasted in the 72-hours base. The 
predicted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system for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regional model uses 
the predicted results from the Yellow Sea 
operational modeling system. Atmospheric forcing 
including surface wind stress, net heat flux and 
water flux obtained by operational atmospheric 
model WRF has been used. With the nested 
boundary condition and predicted surface forcing, 
the operational model predicts tides, wind-driven 
circulation, temperature and salinity 2 times a day 
for 72 hours. 

For the validation of the operational model, 
real-time monitoring data from Buoy, ocean 
observatory tower and HF-Radar system near the 
coastal area is generated through web-GIS based 
coastal information network system which provides 
real-time visualization and analysis tools for 
comparison of predicted result and observed data. 
Figure 1 shows process of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e operational model 
ROMS uses nested boundary condition from 
Yellow Sea operational model and surface forcing 
obtained twice a day (05:00 and 17:00 Local 
Standard Time) from the operational WRF model 
simulated by KORDI. The boundary and 
atmospheric data derived from the operational 
ocean and atmospheric models are automatically 
converted into boundary condition and atmospheric 
forcing for the operational regional ROMS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hen, the model uses 
previous result simulated at 12 hours before as an 
initial condition to restart model and forecasts 72 
hours tides, wind-driven currents, temperature and 
salinity twice a day (07:00 and 19:00).

The coastal information system is based on 
web-GIS system to provide hydrodynamic 
environment data such as real-time monitoring 
data, periodically observed data and predicted 
model result effectively to the public and carry out 
complex analysis of the information for the other 
application. We use different visualization methods 
and web service configurations appropriately 
according to each data properties considering 
observation items. For improving web service 
speed and effective visualization of spatio-temporal 
coastal environmental data, we us Flex API based 
on ArcGIS engine (Lim et al., 2011).



Fig. 1. Process of down-scaled region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4. CONCLUSION

We have developed a high-resolution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h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consists of atmospheric and hydrodynamic models 
coupled with three-dimensional hydrodynamics, 
wave, sediment transport and water quality 
modules. We forecast the predicted results in the 
72-hours base two times a day including sea 
surface elevation, currents, temperature, salinity, 
and waves etc.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The 
predicted results are exported to the web-GIS based 
coast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real-time 
dissemination to the public.

The operational system for the coastal waters of 
Korea uses operational model ROMS coupled with 
SWAN for the hydrodynamics and waves, WRF 
for the meteorological surface forcing, regional tide 
model NAO.99jb for the tides, and externally 
coupled CE-QUAL-ICM for the water quality. For 
the boundary condition the operational model is 
nested with another operational model ROMS 
which has been operated for th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Yellow Sea. The 
operational model ROMS has been calibrated with 
tidal elevation, then the model verified with current 
data observed by AWAC near the coastal waters. 
To validate the operational model we use real-time 
monitoring data provided by Buoy, observatory 
tower, and HF-radar system installed by KORDI 
and KHOA comparing with simulated 
hydrodynamics of coastal waters of Korea.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n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the high-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and hydrodynamics in Korea. 

The operational model forecasts hydrodynamics 
and wave information twice a day for 72 hours. 
The predicted result validated by real-time 
monitoring data is visualized effectively through 
the web-GIS system to provide 72-hours predicted 
coastal hydrodynamics in Korea to the public. This 
coastal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will be 
used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of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KOOS) with 
other opera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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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입사 랑에 의한 연   월  감형 신형식 안벽 개발

(인천신항 『컨』부두 2공구 장 용사례)

안삼 ¹  · 안성모²  · 박창욱³  · 박상길⁴

1. 서  론

 

2. 설계특성

최근 선박의 형화로 수심역의 구조물형식

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물형식은 경사식 보다 

직립식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면에서 내

습 의 쇄 를 유도하여 반사 를 감시키는 

경사식 구조물과는 달리, 무공형태의 직립식 구

조물은 면에 고 랑이 형성되게 되고, 연 의  

발생으로 인해 고가 증폭되게 된다. 이러한 반

사 와 연 를 감시키기 해 랑이 직  내

습하는 부분에 유공부를 설치한 유공방사 제의

도입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유공방 제  

유공안벽에 한 소 특성 등은 랑이 구조물

에 직각으로 입사하는 조건에 해 주로 검토 

되어 왔으며, 경사입사 에 한 소 특성 연구

는 상 으로 미미한 실정이나 당 장은 그림1

과같이 경사입사 가 내습하는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연구개발하여 경사입사  

감효과에 우수한 이슨을 장에 용하 다.

2009년 9월부터 이슨제작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12월 이슨 운반  거치공사가 완료되

었으며, 본서에서는 설계(해역특성)  이슨 

운반  거치 용사례를 소개한다.

그림1. 인천신항 장 치　

1. 발표자 : 안삼 /삼성건설/부장/sy.an@samsung.com

2. 안성모/삼성건설/부장/smahn1@samsung.com

3. 박창욱/삼성건설/과장/cwook.park@samsung.com

4. 박상길/삼성건설/ 리/topgun7@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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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경사입사 랑에 한 제체 면을 따른 고분

포를 살펴보면 입사각 α=10°인 경우와 α=20°  

α=30°인 경우 입사각 이 증가 할수록 상 고

는 격히 증가 하지만 일정 거리를 한 후

에는 거의 같아짐을 알 수 있다(그림 2). 제체 

직각방향으로 계측한 상 고 결과를 살펴보면 

α=10°인 경우에 랑이 제체를 따라 진행할수록 

연 의 폭과 크기가 증 됨을 알 수 있다. α=20°

이상인 경우에는 제체에 인 한 구간에서 

거리에 따른 상 고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연 의 폭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 α=20°이상인 경우에는 제체 면

의 고가 α=10°인 경우보다 일  안정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연 폭의 변

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Hs0는 입사

의 유의 고이며, Hs는 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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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무공 이슨안벽의 면 상 고

이는 당 장의 10년빈도 랑에 한 수리실

험 결과로서 주방향인 W 계열 랑에 해서 

항만 가동율 향상을 한 연 감이 필요하

다. 한 연 로 인한 면 고의 증 는 월

량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제체 단면  상치 형

상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감하고자 하 다. 

3.1 안벽 단면형식 개선을 통한 연 감

기본설계 용역 수리모형실험 보고서(2008년 

삼성물산)를 인용한 실험결과 그림3과 같이 일반

으로 용하는 육각슬릿 이슨에 비하여 연

차단 복합슬릿 이슨이 고비의 감소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3.2 상치형상 개선을 통한 월 감

기본설계 용역 수리모형실험 보고서(2008년 

삼성물산)를 인용하면 실험결과 그림4와 같이 단

순 직립상치에 비하여 돌출 곡면형 복합상치의 

월 량 감소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3. 단면 형상별 연  실험결과

그림4. 단면 형상별 월  실험결과



2. 이슨 인양

1. 이슨 제작

4. 장 용사례

이슨 운송·거치해석을 해 사용된 로그

램은 미국Ultramarine사에서 개발된 MOSES(Mu

lti-Operration Structural Engineering Simulatio

n) 로서 형 해상구조물의 동 해석에 다수 사

용되고 있다.

실시설계 보고서(2009년 삼성물산)을 인용하면

동요량 검토 결과 울이나 취송  입사 시 

이슨과 해상 크 인간의 간섭이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악 되었다. 풍속 10m/s, 조류 0.5m

고이하일 경우 3,600톤  해상크 인으로 3m침

수된 이슨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여기서, 3m침수목 은 이슨에 발생하는 양압

력을 이용하여 이슨 인양 시 발생하는 량을 

감소시키기 함이다.

당 장은 2009년 9월 부터 제작공사를 착수 

하여 2010년 12월말 44함 제작  운반·거치공 

사를 완료 하 다. 이슨 운반방법은 형 해상 

크 인(3,600ton )을 이용하여 이슨을 인양 후 

해수에 3m를 침수시켜 부력을 이용하여 이슨 

량을 인 뒤 Tug Boat(4,000~4,500 HP) 2

를 이용하여 해상22km를 운반 한 후 안벽구간

에 거치하는 공법이다.  수심 6m이상 확보 되는 

수심 구간에도 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서해

안특성에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 해상 기후환경조건에도 유연성있게 처 

할 수 있으며, 직 운반  거치를 통하여 장비 

기 시간을 여 공기단축과 시공성, 안 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5. 이슨 운반경로

그림5는 당 장 해상으로 이슨을 운반한 경

로이며, 운반거리는 약22km, 수심은 10m이상 이

었다.

5. 시공순서

          이슨제작은 6회분할 타설로 시행.

          이슨 인양 시 해상크 인의 흘수

          를 감안하여 장비를 진입

           이슨 운반시 량을 감소시키기 

           하여 해수에 3m를 침수 운반.

           이슨 거치시 육상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임. 

3. 이슨 운반

4. 이슨 거치

5. 거치 완료



그림6. 이슨 거치완료 경사진

재 그림6과 같이 이슨 44함이 모두 거치 

완료된 경사진이다.

그림7. 이슨 면  경사진

앞에서 언 한 연 차단 복합슬릿 이슨이 

그림7과 같이 시공된 사진이다.

6. 결   론

당 장은 해역특성상 W계열의 경사 의 내

습, 만조 시 9m이상의 큰 조 차가 발생하여 이

로 인하여 연 에 의한 고가 증폭되고 월 ,반

사 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인하여 이슨 기본계획을 조 별 연  

차단  월 방지를 한 하부 이슨과 상부 상

치형상의 차별화가 필요하 기에 단면개선을 통

한 연 차단  월 방지, 반사 감 효과를 기

하며, 최근 선박 형화 추세에 맞춰 8,000TEU

 형 테어 선박 안 시 선박동요를 최소

화 하기 한 세계최  연 감 연속종Slit 이

슨을 설계 용 하 으며, 재 거치 공사까지 완

료된 상태이다.

서해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상크 인을 이용 

하여 인양 후 직 운반  거치공사를 1Cycle로 

시행함으로써 해상크 인 기시간을 여 공기 

단축과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을 확보하 으 

며, 시공의 정 도 한 우수하여 품질측면에서 

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수심이 6m이상만 확보되면 수심 지역 

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해상크 인의 제원으로는 최  

3,000ton  이슨이 한계이다. 해상크 인의 제

원이 증  된다면 그 이상규모의 이슨에도 

용성이 클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세계최  연 감 연속 종Slit 이슨 설계에 

참여해주신 삼성건설  컨소시엄 설계합사 직 

원분들과 수리모형실험 수행에 참여해주신 한국 

건설 기술연구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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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양과학기지 설계  설치방안

Design and Installation of Dokdo Ocean Research Station

심재설1, 우찬조2, 민인기3, 정진용4, 인식5

 Jae-Seol Shim1, Chan-Jo Woo2, In-Ki Min3, Jin-Yong Jeong4 and In-Sik Chun5

1. 서론

최근 기후변화 모니터링, 해양  기상 보, 인공

성 원격탐사자료의 검보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안정 인 측의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요 해역에 측부이 는 측탑을 설치하는 등 다양

한 방식으로 측을 수행하고 있다. 

고정식 해양구조물 건설은 기존 해양 측부이에  비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손  분실의 우

려가 없기 때문에 주요 해역에 하여 장기 으로 지속

이고 안정 인 측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해양연구

원은 2003년에 제주 마라도 남서쪽 149km 떨어진 이어

도 해역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이어도 기

지)’건설하 고 2009년 가거도 서쪽 47km 떨어진 가거

 해역에  ‘가거  해양과학기지(이하 가거  기지)’를 

완공하 다(그림 1). 

이후 독도 해역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독도 

기지)’를 구축하기 해 2009년에는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조사  기존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림 2와 같

이 독도 기지 설치 치선정을 하 으며 설치 정지

의 정  해 지형을 조사하 다. 2010년에는 독도기지

의 측요소조사와 측장비를 선정하 으며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 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기지를 소

개하고 설계된 주요 내용과 향후 해상에서 구조물 설치 

방안에 검토하 으며 이어도  가거  기지와 비교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 해양과학기지 위치.

그림 2. 독도 기지 설치 예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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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도 기지 제원 및 설계조건

독도기지는 독도 서도 북북서쪽으로 1km 떨어진 수

심 약 50m 지 에 설치되며 그림 3과 같이 4Leg-Jacket 

철골 구조물로서 구조물 높이는 88m(해수면 기  38m)

이며 면 은 약 2,700㎡ 정도로 이어도 기지 2배 정도의 

규모이고 무게는 2,420톤(Deck: 1,225톤, Jacket : 920톤)

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어도기지  가거  기지의 건설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상된 시스템이 용되었

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지는 Heli, Roof, 

Main, Accommodation,  Cellar, Intermdediate, 

Bottom Deck, Boat Landing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Roof Deck 상부에 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종합제어실

의 역할을 한다.  Heli-deck과 Boat Landing을 통하여 

인원  물자 수송을 할 수 있다.

그림 3. 독도 기지 측면도.

그림 4. 독도 기지 조감도.

독도 기지는 평상시 무인으로 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주 원으로 태양 발 , 보조 원으로 풍력

발 , 비상 원으로 디젤발 으로 작동되는 복합발

시스템으로 운용되며 담수화  오폐수처리시설이 탑

재하여 독도의 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 다. 

한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기지 장에서 실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독도 주변에서의 심도 다이빙을 지원

하는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도에 한 국민  정

서  심을 고려하여 해양과학  독도에 한 교육 

 홍보시설로의 기능  시설도 고려되어 있으며 특

히, 연구자  운 요원의 생활지원시설을 확충할 정

이다.

독도 기지는 해양, 기상, 환경, 지진 등 약 40여종의 

첨단 측장비가 탑재될 정이며 측된 자료는 인공

성  CDMA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송되어 기상청 

등 사용자에게 배포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일

반 사용자에게도 공개할 정이다.  독도 기지는 이어

도  가거  기지의 해양과학기지 기능 외에 지진  

지진해일 련 모니터링, 동해 울성 도의 연구에 

활용 가능성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독도 기지 구조물은 수명은 50년이고 피로수명은 

100년이며, 설계풍속은 독도해역의 태풍시 해상풍모델 

결과를 극치통계분석하여 산정하 으며 이때 재 기

간을 보통 50년으로 고려하는데 독도 기지에는 재 기

간 100년을 취하여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 으며, 풍

력은 API-RP-2A 코드를 용하여 형상계수, 구조물 높

이, 지속시간 등에 따라 풍속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

하 다. 설계 고는 독도해역을 통과한 태풍  강도가 

가장 큰 태풍 매미의 100년 재 기간 추산 고를 설계

고로 취하 다. 한 지진에 하여서도 독도가 일본

에 가까운 동해 지각특성을 고려하여 API 설계기 에

서 추천하는 가속도 계수  0.1G의 2배인 0.2G로 고려하

여 설계에 반 하 다.

독도 기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된 설계조

건에 하여 가장 불리한 환경하  조합에 안 하도록 

설계하 다. 

설계 항목 설계 값 비고

설치 수심 50m

구조물
수명 50년 피로수명 100년

고
주기

20.95m
17.14sec 100년 빈도 최 고

풍속 42.8m/s 100년 빈도 시간평균

조 0.75m 천문조(0.32m) + 기상
조(0.51m) 100년 빈도

해·조류 2.05m/s 풍성류(1.15m/s) + 조
류(0.9m/s)

지진 0.2G API-RP-2A ZONE 2 
0.1G

표 1. 독도 기지 설계조건



3. 구조물 설치방안

독도 기지는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해양환경에 미치

는 향을 최소화하고 안정 인 시공을 하여 설계시 

구조물 설치  암반에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검

토하 다.

독도 기지는 자켓식 구조물이며 육상 작업장에서 상

부구조물(Deck)와 하부구조물(Jacket)로 분리하여 제

작한다. 따라서 구조물 설치도 하부구조인 자켓 설치와 

상부구조인 데크 설치로 나뉘어 진다. 설치작업 순서는 

먼  기지설치 치에 자켓을 설치한 후, 데크를 자켓 

상부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하 다.  세부 인 구조물 

설치 방법은 그림 5와 같다. 

먼  육상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운송 바지(Barge)에 

선 (Load-out)하고 구조물 설치 장소로 해상 운송

(Transportation) 한다. 설치 장에서 자켓  양 (Jacket 

Lifting)을 해상 크 인을 통해 실시한다. 

다음으로 부양(Floating)  정립(Upending) 작업을 

하게 된다. 자켓은 자체부력으로 물에 뜨게 되며 자켓

의 아랫부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자켓의 윗부분을  크

인으로 수면으로 들어올려 자켓을 수직으로 세우는 

정립을 수행한다. 

자켓을 정립한 후, 설치 치로 이송하여 표정

(Positioning)을 한다. 이때 오차범  내에서 수심, 수평

벨  방 를 맞추어야 한다.

자켓을 정 치에 표정한 후 그림 6과 같이 일(Pile)

을 항타하여 일을 암반까지 치 시키고 Pin Plie 삽

입을 하여 R.C.D 천공을 한다. Jacket, Pile  Pin Pile

을 그라우 (Grouting)하여 암반과 구조물을 일체화 

한다.

마지막으로 자켓을 지반에 고정한 후, 자켓 상부에  

데크를 거치하고 용 한다. 이때 자켓과 데크를 연결하

는 부재를 Transition Piece라 하는데 자켓의 경사를 수

직으로 변환시키고 수평오차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도 기지와 독도기지는 자켓형식 구조물이므로 

설치방법이 유사하나 지반조건이 상이하여 구조물을 

지반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이어도 기지는 암반

이 없는 모래, 실트, 토 등으로 구성된 지반이기 때문

에 일 항타를 통하여 설치하 고 마찰지지력을 확보

하기 해 skirt pile도 입하 다.

가거  기지는 독도 기지와 같이 암반지역이나 구조

물이 비교  작고 자켓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암반을 미

리 천공하고 구조물을 삽입하여 그라우 하는 방법으

로 설치 되었다.

그 외 해양과학지의 주요 사항을 비교하여 표 2에 정

리하 다.

그림 5. 독도 기지 구조물 설치 모식도.

그림 6. 암반지역 PILE 시공 모식도.



구  분 이어도 기지 가거  기지 독도 기지

경  

조감도

공연도 2003년 2009년 -

설치수심/높이 41m/36m 15m/26m 50m/38m

기지면 1,345㎡ 286㎡ 2,700㎡

설치공법 자켓항타공법 말뚝천공공법 자켓말뚝천공공법

경간(기둥간 거리) 12m 6m 15m

헬기장 ○ × ○

통신방법 성통신 성통신 성통신  CDMA

임시거주인원 8인 15일 4인 15일 40인 30일

투입 산 212억 원 100억 원 430억 원

표 2. 해양과학기지 비교

4. 결론

이어도 기지  가거  기지의 성공 인 건설과 운용

은 우리나라 주요해역인 동해에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

설 추진의 거름이 되었다.  독도 기지는 기존 해양과

학기지의 설계, 제작, 설치  운 의 노하우와 장․단

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최 의 설계를 하는데 을 

두었으며 특히, 기지 구축 성공의 가장 요한 공정인 

해상 설치공사에 한 검토를 수행하 으며 혹시 있을 

불확실한 요소에 한 해결방안도 모색하 다. 

이어도기지, 가거  기지, 황해 부부이, 그리고 향

후 구축 정인 백령도 기지를 포함하여 독도 기지까지 

완공 되면 우리나라는 주요 해역에 한 선단 해양 측

망을 갖추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석이 될 것이라 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의 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경인항의 설계  시공

Design and Construction of Gyeong-In Port

김태민1, 노희수2, 김용명3, 김태열4

 Tae Min Kim1, Hee Su Noh2,  Yong Myung Kim3and Tae Youl Kim4

1. 서론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은 고려시

부터 1,000년 동안 이어온 국가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고종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가 최 로 추

진하 으나 기술  한계로 실패하 고, 조선 종때 재

차 시도하 으나 역시 기술과 재원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으며, 일제 강 기와 1960년 에도 계획되었던 사

례가 있다.

이러한 역사  배경과 함께 국내 최 의 운하사업인 

경인 아라뱃길사업은 상습 인 침수피해에 시달리는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해 시행 인 ‘굴포천 방수

로’를 한강과 연결하여, 서해로부터 한강까지 주운으로 

물류를 운반함으로써 수도권 물류난을 해소하고, 더불

어 문화⋅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국책

사업이다.  

명품 아라뱃길을 만들기 하여 재 건설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년도 9월말 완공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경인항 

설계  건설 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경인 아라뱃길사업 소개

2.1 사업 배경
지 의 인천 계양․부평과 경기 부천․김포 등 굴포

천 유역은 40%가 한강 홍수 보다 낮은 지 로서 상

습 으로 수해가 발생한다. 인천시 부평구 천마산에서 

발원해 갈산동 등 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는 굴

포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분류되며 유로연장 29.38km, 

유역면  158.73km2인 지방2  하천이다.

굴포천은 평상시 한강으로 잘 배수되지만, 홍수 때는 

한강수 가 굴포천보다 4m이상 높아지는 지형  특성

으로 자연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1987년 굴포천 

유역 홍수를 겪은 뒤, 약 5년간의 조사⋅설계를 거쳐 

1992년부터 굴포천 물을 서해로 환하는 굴포천 방수

로 사업(길이: 14km, 폭 80m)을 시작했다. 

이 지역의 최근 수해기록을 보면 1987년에는 농지침

수 3,767ha, 사망 16명, 이재민 5,427명과 420억원의 재

산피해가 났으며, 1998∼1999년에는 가옥침수 1,194세

, 이재민 2,539명, 재산피해 112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 홍수기에만 활용되는 방수로

를 평상시 물류수송⋅  등과 같이 활용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하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경인 

아라뱃길 타당성에 한 논란과 검증(‘04∼’08)을 거쳐 

‘09년 6월30일 경인 아라뱃길사업을 착수하 다. 

2.2 사업 개요
경인 아라뱃길사업은 폭 80m, 길이 18km의 주운수

로와 서해측에 인천터미 과  서해갑문, 한강측에 김포

터미 과 한강갑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사업개요는  Table 1에 요약되었

으며, 18km 주운수로의 표 단면과 상선박은 각각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방수로 바닥을 추가굴

착(평균 1.6m)하여 선박 운항수심을 확보하 으며, 

상선박은 R/S(River & Sea) 선박으로 바다/하천 겸

용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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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행 주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기간 2009년∼2011년
총사업비 약 2조 2,500억원

시설계획
구간 인천 서구 오류동(서해)∼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
주운수로 18km(폭 80m, 수심 6.3m)

※방수로 14.2km포함
터미널 (인천)245만m2, 갑문 2기

(김포)170만m2, 갑문 1기

Table 1.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개요 

Fig.1. 주운수로 표 단면 

Fig.2. 바다/하천 겸용선박(R/S 선박) 

Fig.3. 인천  김포터미  조감도( : 인천, 아래: 김포)

Fig. 3에 경인 아라뱃길 시   종 에 치한 인천 

 김포터미 의 조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인항

을 의미한다. 

3. 경인항의 설계 및 시공

3.1 인천터미널
3.1.1 철탑보강공사

인천터미  부지내 기존 제방을 따라 345KV 고압 

송 선로가 치하고 있으며 특히 12번 철탑은 컨테이

부두 이슨 시공 치(32함  11번째 이슨)에 설치

되어 있다. 그러나 송 선로  철탑제거 시 이 2011년 

7월로 계획되어있어 철탑제거 이후에 11번 이슨과 인

한 10기(6번∼15번)의 이슨 제작을 한 공정(굴착

→ 이슨제작→상부공→가물막이제거→박지 설)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공사기간내 컨테이 부두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송 철탑의 지장에도 불

구하고 이슨 안벽공사를 계획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특수한 형식의 보강공사를 수행하 다.

Fig.4. 345KV 송 선로  이슨 치 평면도

 본 장의 경우 보강벽을 가설벽 뿐만아니라 구벽

체로 사용해야 하며, 요 구조물인 철탑기 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흙막이공법은 주변지반  인 구조

물의 침하를 최소화하고 구구조물로 사용이 가능한 

Diaphragm Wall공법을 선정하 다. 

한 굴착면의 작업공간에 지보재를 용할수 없으

므로 굴착배면측으로 용 가능한 공법을 검토하 으

며, 검토결과 철탑의 말뚝기 에 향을 최소화하고 

칭 흙막이벽의 변 를 제어할 수 있는 Tie-Cable공법을 

선정하 다.   마지막으로 굴착보조공법은 토압을 경감

할 수 있고 해수의 향에도 용탈 상이 없어 품질유지

가 가능한 DCM(Deep Cement Mixing Method)공법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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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철탑보강공사의 평면도  단면도

Fig.6. 철탑보강( )  컨테이 부두(아래) 완성 경

3.1.2 남측 PC옹벽공사
인천터미 내 총연장이 약  1.2km에 달하는 남측부

두(여객부두  일반화물부두) 안벽은 기본설계  실

시설계 반까지 장타설 부벽식 안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수도권 매립지 양도 양

수 지연으로 착공(‘09.6.30)후 기공사 진척이 원활하

지 못한 문제 이 발생하 다.  

따라서 공정을 만회하고 설계 VE(Value Engineering) 

제안사항을 채택하여 육상화시공에 따른 시공성이 용이

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경제  측면에서 다소 유리

한 리캐스트 안벽으로 단면을 변경하 다. 본 장에 

용한 리캐스트(precast) 안벽은 PS강 에 리스

Fig.7. 조립식 PC옹벽 개요도

트 스를 도입한 단면력 감형 조립식 PC옹벽 공법

(신기술 제513호, 2007년3월)이다. 이는 벽체연결부가 

형성된 기 , 벽체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장에 반

입하여 소정의 치에 상기 기 과 벽체를 조립 설치

하고, 기   벽체에 각각 형성된 정착부에 긴장부

재를 설치하고 벽체쪽에 설치된 정착장치에서 기

과 벽체에 리스트 스를 도입시켜 일체화시킨 옹벽

이다. (Fig.8&9 참조) 

공장에서 제작함에 따라 고품질의 구조물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한 장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보

다 길었던 우기와 혹한의 동 기에도 공정의 차질없이 

구조물을 완료할 수 있었다.

Fig.8. PC옹벽의 조립 경



Fig.9. PC옹벽 조립완성 경

3.2 서해 및 한강갑문
서해갑문  한강갑문은  경인 아라뱃길 이용 선박들

의 효율 인 물동량 수송을 한 시설로서 갑문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기 자 통신시설  기타 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Fig. 10은 시공 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량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수화열발생에 따

른 균열방지를 해 철 한 수화열 리로 고품질의 갑문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서해갑문 토목구조물 4월말 완료) 

지면 계상 본 고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Fig.10. 서해갑문( )  한강갑문(아래) 시공 경

3.3 항만 친수시설
경인 아라뱃길을 역사와 문화가 함께 흐르는 아름다

운 뱃길로 조성하기 하여 ‘10년 4월 에 련 설계안을 

완료하고, 친수경  조성공사를 6월에 착수하 다. 아

라뱃길 친수경 은 8개의 테마거 인 수향팔경(水鄕八

景)과 선형의 녹지축인 크웨이(Parkway)로 구분할 

수 있다. 

수향팔경과 크웨이는 다음 기회에 소개될 정이

며, 본 고에서는 항만 친수시설에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  김포터미 의 항만 친수시설은 각각 섬

마을(Island village)과 마리나(Marina)가 있다.  

Fig.11. 섬마을( )  마리나(아래) 조감도

인천터미 의 남측(여객터미   운 청사 부근)에 

조성되는 섬마을은 면  약 1.3만m2인 항만친수시설 

부지내에 높이 15m의 섬을 인공 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해의 섬을 모티 로 섬마을 체험과 수변문화, 한류

문화 등의 체험  활동 로그램을 담는 테마 크형 공

원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하는 워터 론트(waterfront)

와 어트 션(attraction) 요소로서의 뱃놀이, 노새타기 

등의 유희시설이 도입될 정이다. 

한 김포터미 의 경우 서해와 한강을 잇는 해상

포츠 문화의 시 으로서 마리나 매니아와 방문객 구

나 가깝고 편안하게 즐기는 마리나(Marina)를 조성할 

계획이다. 

4. 결론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 최 의 운하사업인 경

인 아라뱃길사업의 경인항에 한 설계  건설 황을 

소개하 다. 

경인 아라뱃길은 자연재해를 방함은 물론 수자원

을 활용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는 희망의 뱃길이며, 

9월말 명품 항만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후

세에 남겨  한민국의 녹색성장에 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 한다.  



그림 1. 심도별 국내외 해저지반조사 장비 현황

수  무인 지반조사장비 황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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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으로 장 교량, 해 터 , 

인공섬 건설등 각종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

다. 이에 육상 장에서 시행하던 지반조사를 해

에서도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 교량, 규모 매립, 각종 

시설물 건설을 해 해상에서의 지반공학  조사

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까지 해상에서 실시되는 

지반조사는 육상에서보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며 

시험인력과 해상용 지반조사 장비의 부재로 지반

조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지반조사는 작업장을 해상에 설

치하여 그 에서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는 낮은 수심에서는 가능하지만 깊은 수심에서는 

바람과 랑 조류 등으로 작업장 설치도 어렵고 

안 을 확보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육상에서 많이 사용 인 표

입시험과 보링이 가능한 수  무인 지반조사

장비를3 개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수  무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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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사 장비의 개발배경  핵심기술에 해서 기

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장비의 현황

재 국내외의 심도별 지반조사 장비를 살펴 보

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심20~30m는 

육상장비를 해상 작업선(SEP바지선)에 옮겨 시험

을 수행하며 좀더 깊은 수심에서는 용 지반조사 

장비가 탑재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심 50m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해양 콘 입시험

기가 있다. 수심 2000m에서는 독일에서 개발된 

MEBO는 시료채취를 목 으로 심도 50m까지의 

지반조사가 가능하다. 그림 2의 호주의 Benthic 

Geotech Pty LTD에서 개발한 PROD (Portable 

Remotely Operated Drill)는 해  착 식으로 운

용되는 해양지반조사 용 장비로서, 선박에서 

력 공 뿐만 아니라 지반조사 작동을 원격으로 조

작이 가능하며 한, 이송이 간편하며, 보링  샘

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원 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의 미국 Williamson & Associates, 

Inc.에서 개발된 DWACS는 수심 4000m에서 심도

150m까지 지반조사가 가능하다. 한 그림 4는 

재 미국의 GREGG사에서 개발 인 장비로서 

수심3000m에서 심도150m의 규모로 시료채취  

원 치 시험을 주목 으로 한다.

3. 착저식 해저지반조사 장비 개발

착 식 해 지반조사 장비는 해 면에 착 하여 

유선에 의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지

반조사 장비이며, 수심 100m 조건에서 심도 50m 

까지 지반 굴착이 가능한 보링 장비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해 지반조사장비에서는 100m 수압 

조건에서 기, 자, 제어, 기계 작업이 가능한 

장비 제작 기술과 100m 수심 조건에서 원, 유

압, 신호, 제어 이블 연결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한 해  지반의 심도 50m까지 굴착할 수 

있는 장치(물순환 장치, 로드 회  장치, 로드 압

입 장치 포함)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

동 착탈식 로드 50m 이상 제작, 자동 착탈식 토

사 지반 공벽 보호용 이싱 장치, 로드  이

싱 자동 연결  분리 시스템, 로드  이싱 자

동 공   수납 시스템, 무인 원격 조정이 가능

한 장비 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표층 지반에 

사용 가능한 착 식 frame 장치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이다.

그림 2. 호주의 PROD

그림 3. 미국의 DWACS

그림 4. 미국의 GREGG사의 개발장비

한 해 면 착  후 drilling 장치를 통해 형성된 

보링공에서 무인 자동화 장 원 치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해  지반의 설계정수를 3가지 이상 분

석하는 장비 기술과 분석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며 



무인 자동 표 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을 통해 항치 N값을 산정한다. 여기에 필

요한 기술로 자동 표 입장치 기술, 자동인양 

 낙하 기술, 자동제어 해머 타격 속도 조  기

술, 타격회수 자동측정 기술, 타격당 입량 자동

측정 기술, 표 입시험시 교란시료 채취  보

 기술, 해  지반조사장비 활용 설계정수 분석

시스템 기술, 수 에서의 획득한 자동표 입시

험 N값 분석 기술, 개발장비를 활용한 설계정수 

도출 기술들이 있다.

그림 5는 착 식 해 지반장비의 모식도이다. 

그림 5. 착저식 해저지반장비 모식도

①

②

③

④

⑤

모식도에서는 하부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하부

에 착 식 그가 해  지반에 착 시 수평을 유

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보링과 표 입시

험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그림 2에 있는 

번호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표 입시험의 재하장치

② 자동 입 모듈

③ 롯드 보  모듈

④ 롯드 공  모듈

⑤ 공용 fot폼

①은 표 입시험의 재하장치로서 육상에서 사

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조건을 구 하기 하여 제

작되었다.  

② 자동 입 모듈은 보링 작업시 회 을 하면서 

입을 하는 장치로서 이싱이나 롯드의 결합과 

분리를 하게 되며 작업후 이싱이나 롯드 샘 러

의 회수시 상승을 하게된다. 육상에서 사용되는 

표 입시험장치의 입모듈을 수 에서 그 로 

재 하도록 하 다.

③ 롯드 보  모듈은 해 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므로 한번 착 시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

문에 보링작업을 할 경우 필요한 다수의 각종 이

싱과 이싱 선단에 장착되어있는 메탈비트와 암

반출 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비트가 장착되어 있

다. 그리고 표 입시험시 사용되는 다수의 롯드

와 시료채취를 한 스 릿 샘 러가 장착되어 있

다. 

④ 롯드 공  모듈은 2기의 암(Arm)을 이용하여 

③의 롯드보  카세트에서 이싱이나 롯드를 자

동 입 모듈에 공 하거나 굴착후 이싱이나 롯

드 그리고 샘 러를 회수하여 ③의 롯드보  카세

트에 보 할 때 사용된다. 심도50m까지 굴착이 

가능하도록 많은 수의 이싱과 롯드를 보 할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지반의 조건에 따른 이싱

의 메탈비트와 다이아몬드 비트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⑤ 공용 랫폼은 해 지반에 착 시 3기의 

그가 수평을 맞추도록 하는 공용 랫폼이다. 보

링이나 표 입시험을 할때에는 장비의 수평유지

가 상당히 요한 요건 의 하나이다. 장비의 수

평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굴착시 장비의 손

이나 이싱의 손이 우려 되므로 작업 의 수평

유지를 하여 3기의 그가 수평을 유지하고 최

경사가 15도〫에서도 수평을 유지 하도록 설계 되

었다. 해  지반에서 육상에서와 동일한 조건의 

시험장치 개발을 해서 육상용 표 입시험에서 

사용되는 63.5kg의 추를 76cm의 낙하고에서 자유

낙하를 재 하 다. 해 에서 사용되기 해서는 

수 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낙하되는 에 지는 육

상장비와 동일하게 롯드에 달되어야 한다. 그림 

3에서는 낙하추를 자유낙하를 시키기 해 추를 

수직으로 낙하하기 한 가이드 일을 설치하여 

자유낙하를 유도 하 다. 그림 6의 (a)는 상부의 

실린더와 수 된 박스이다. 해 에서 사용되기 때

문에 수 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방식에 한 가공

처리를 하 다. 그림 6의 (b)는 (a)의 폐된 수

박스의 내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재 낙하추가 

실린더에 의해 76cm의 높이에 장착되어 있는 상

태이다. 실린더에 달려 있는 클립장치로 인해 낙

하고가 76cm가 되면 자동으로 낙하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그림 6(c)는 76cm 치에 도달한 추가 



상부의 클립장치의 해제로 인해 두 개의 가이드 

일을 따라 자유낙하를 하여 엔빌에 타격되어 롯

드에 타격에 지를 달한 그림이다.

(a)            (b)            (c)

그림 6. 착저식 해저지반장비의 SPT해머와 

가이드 레일 

①

②

③

④

그림 7. 실제작한 SPT 해머 장치

그림 7은 실제 제작한 SPT 해머 장치의 모습이

다. 그림 7에 있는 숫자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① 실린더

② 내부가 수 된 낙하추와 가이드 일

③ SPT용 롯드

④ 유압펌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린더를 이용하

여 추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때 ④의 유압펌 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작동시킨다. 실제 해머장치를 유

압펌 를 이용하여 실린더가 클립에 고정된 해머

를 들어 올리게 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양구조물의 안 한 설계와 

시공을 한 해 지반의 특성을 악할수 있는 장 

시험 장비인 수  무인 지반조사장비를 개발하 다. 

재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경

우 표 입시험기가 없어 연속 인 주상도 확보가 

어렵고 한국지형의 분포  기존의 시험기의 문제

을 최 한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 안정 이

면서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본 시험기는 착 방식이므로 조류나 랑의 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해외기술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독자 인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 다. 향후 다양한 해

양구조물에 활용이 가능하며 신뢰성이 있는 조사결

과를 제공하며 순수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산 감 

뿐만 아니라 개발된 세부핵심기술들은 향후 다양한 

해양조사장비에 한 기술 확보를 할 것으로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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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기본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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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의 제현상은 매우 다양하여 공간적, 시간

적으로 주요한 변동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광

역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해양을 이용하고 개

발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 및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조건 및 대기기상의 

해양 및 대기의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측 및 예측

을 위하여 제주도 남단에 설치된 이어도 해양관

측기지, 서해안의 가거초 해양관측기지와 황해중

부 브이에 이어 동해안에 설치될 동해 종합해양

과학기지의 구조물 기본계획 및 상세 설계 와 구

조안정성에 대한 설계보고서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 바위와 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도를 중

심으로 직경 약 5km 이내에서는 수심 약 200m로 

완만하나 5km 이후에서는 최고심도 2000m로 급격

하게 변화된다. 독도 주변의 지질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암석의 분석결과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분

석되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독도 주변해

역의 정밀지구물리탐사 및 지반조사 의하면 해저

지층이 화산암의 암반형태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먼 대양에서의 해상공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쟈

켓구조물 내부의 쟈켓말뚝(main pile)과 말뚝 내

부의 암반에 천공작업을 실시하여 앵커말뚝(Pin 

pile)을 설치하고 그라우팅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1.1 구조물 시설계획

독도해양종합기지의 하부구조는 설계기준선을 

기준으로 수심 약 50m에 설치되는 고정식 자켓구

조 형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상부구조는 약 450평 

규모로서 해수면에 설치될 해양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Cellar deck, 방문자 숙소 및 편의시설을 

위한 Accommodation Deck, 종합해양기지의 관측

장비 운영 및 실험실을 위한 Main deck, 해난구

조와 장비 및 인원동원을 위한 Helideck으로 구

성하였다. 상부 Roof deck에는 종합통제실을 설

치하여 방문자를 위한 홍보관 및 종합통제실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요시설로는 Roof Deck에 해상 등대, 태양열 

전지, 통신 및 관측시설, 풍력발전기, 안개경보

기 등이 배치하고, Main deck에는 실험실, 회의

실, 창고, 스위치 기어룸, 밧테리실이 배치하였

다. Accommodation Deck에는 방문자 숙소 및 연

구자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

하고, Cellar deck에는 디젤발전기, 디젤탱크, 

해수 및 담수탱크, 공조기(HVAC), 모노레일, 오․
폐수 처리시설, 공기압축기, 화재진압 시설, 담

수기, NaOCl 주입시설, 해수 및 디젤 공급펌프 

등의 관측기지 운영시설을 배치하였다. 쟈켓구조

물에는 보트랜딩이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보

트랜딩과 cellar deck사이에는 자동 계단을 설치

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도록 계획하였다. 

1.2 구조물 구조검토

해상 쟈켓구조물의 설계에서는 설계수명은 50

년으로 하고 반복적인 장기 파랑에 구조물의 피

로 수명은 100년을 적용하였으며, 내진 기준으로

는 동해안의 지각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의 기

준의 약 2배인 0.2G를 적용하여 안정성을 검토하

였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의 설계에

서는 쟈켓 및 상부구조물의 운영시 안정성검토, 

육상 및 해상 운반시의 안정성 검토 및 설치장비 

검토, 말뚝 지지력 검토와 더불어 파랑 동적거동

에 의한 피로검토 및 지진시의 동적안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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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tructural View of Docdo Platform. 
2. 말뚝 설계

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한 지반조사에 의하면, 해저면은 최

상부에 0.4~0.5m 두께의 퇴적층이 존재하며, 깊

은 수심과 높은 해상조건에 불가피하게 해저면하 

2.5~4.6m 까지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해상

보링조사에서 얻어진 자료에 의하면 해저면은 각

력암 및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축압축강

도 22Mpa~250Mpa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와 같은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쟈켓구조물을 

설치하고 쟈켓파일을 퇴적층 및 각력암 상부까지 

항타하여 관입하고, 파일내부를 통하여 암반천공

장비(RCD)를 이용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천공하여 

앵커파일을 삽입하고 그라우팅작업을 실시하여 

말뚝을 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Fig.2. Concept View of Drilled Pin Pile.
아울러, 시공중에는 실시된 지반조사의 불확실

을 감안하여 설치된 쟈켓파일 내부를 통하여 NX 

보링을 추가실시하여 추가적인 지반자료를 습득

하여 천공작업전에 최적의 천공깊이(20m)를 재산

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천공깊이가 추가될 불확

실성을 감안하여 약 10m의 말뚝의 여유를 고려하

였다.

3. 쟈켓구조물 설계

3.1 개요

쟈켓식 해양구조물은 육상에서 제작되어 해상

운송한 후, 해상에서 설치위치에 거치하고 강관

말뚝을 항타하여 자켓을 고정시킨 다음 상부 구

조물을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구조형

식이다.

자켓구조물은 운영하중 및 해양환경하중에 대

하여 구조적으로 적합하고 제작 및 설치도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물 형상도와 상부

구조의 배치도가 정해지면 적용하중을 가지고 정

역학적 안전해석을 수행하고, 해상설치를 위하여

load-out, transportation, lifting, Floating 

및 upending 상태를 고려한 설치해석을 실시하여 

운송 및 설치중의 안전성과 응력을 검토한다. 

또한, 지진시 해상구조물의 동적거동을 고려한 

지지해석과 반복적인 파랑하중에 대한 누적되는 

응력집중을 고려한 피로해석을 실시하여 구조물

의 설계수명중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Fig.3. Structural Analysis Sequence. 
3.2 정역학적 안정성 검토

정역학적 안전성 해석이란 해양구조물이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중과 환경하

중조건하에서 자켓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SA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i

켓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와 말뚝 등이 함께 해석

되어야 한다. 

구조해석은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말

뚝과 구조물의 상호작용과 3차원적인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구조물 전용 해석 프로그램

인 SACS 프로그램를 적용하였다. 특히, 자켓과 

말뚝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질 조사보

고서를 기초로 하여 PSI(Pile Structure 



Interaction) 모듈을 사용하였다.

정역학적 안전성 해석은 운영상태, 극한환경하

중상태 및 인발상태 등을 고려한 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해석결과를 AISC와 API-RP-2A의 기준에 

따라 부재검토 및 연결부의 천공 전단력(joint 

punching shear)검토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

수압에 의한 붕괴(hydrostatic collapse) 및 말

뚝의 강성 검토도 수행하였다. 

구조물을 해석한 결과 절점 변위  자켓 상부에

서의 최대 수평변위는 환경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 5.1cm가 발생하였다. 이 수평하중에 의한 변

위는 가용(serviceability)제한 범위 25cm에 비

하여 충분히 적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도 종

합해양관측기지는 serviceability를 만족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Fig.4. Inplace Model of Docdo Platform.
3.3 지진시 안정성 검토

지진하중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면의 수평방

향 및 수직방향 운동, 특히 수평 가속도에 의해 

발생되며, 기초와 일체로 연결된 고정식 구조물

인 경우 지면의 운동은 구조물에 관성력을 일으

키며, 그 값은 어느 순간의 지면 가속도와 구조

물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고정식 해양 구

조물과 같은 수중 구조물에 설계지진과 설계파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매우 작으므로 설계지진검

토시 파랑의 작용을 무시한다. 주위의 유체에 대

한 구조물의 상대 속도가 충분히 작아서 유체를 

비압축성으로 가정하여 유동의 관성력 영향을 부

가질량(added mass)으로 포함하고, 점성력의 영

향은 감쇠계수를 적절히 증가시켜 구조물이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석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동역학적 해석에 적용된 응답 스

펙트럼 방법은 설계지진의 frequency content를 

예측하는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으로 각 모우드에 대한 최대 동적 거

동을 계산한 후 이들을 합성하여 최대 구조물의 

거동을 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켓식 해양 

구조물인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지진 해석은  

API-RP-2A의 응답 스펙트럼 방법에 따라 수행하

였다. 이 지역의 지진 가속도 계수는 API-RP-2A 

Zone 2에 해당하는 0.1G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0.2G를 적요하였다. 구조물의 고유치 해석

(eigenvalues analysis)과 지진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SACS 프로그램의 DYNPAC 모듈과 DYNAMIC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정적인 중력하중에 의한 

응력과 지진에 의한 응력을 COMBINE 모듈을 사용

하여 SRSS 방법으로 합성하여 응력을 검토하였

다.  구조물의 고유주기는 약 1.11초로 예상되었

으며, 지진시의 모든 부재는 허용응력이내 인 것

으로 검토되었다.

3.3 피로해석 검토

해양에 설치된 구조물은 파력에 반복적으로 노

출되므로 각 부재에서는 응력의 변화가 항상 일

어난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가 구조물을 

즉시 파괴할 만큼 크지 않더라도 이 응력의 변화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구조물의 부재에 누적된 

피로현상을 유발하여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와같은 피로현상을 고려하여 구조물은 설계시 예

상되는 최대응력 뿐만 아니라 예상 사용기간 동

안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응력에 의한 피로파괴

에 대해서도 설계되어야 한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피로해석은 API-RP 

-2A의 기준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파랑

하중에 대하여 자켓구조물의 강관 절점부에서 피

로 내구성을 검토하였다.

Palmgren-Miner's hypothesis를 사용하여 결정

론적(deterministic)인 방법에 의해 구조물 절점

의 피로수명을 예상하였으며, 절점의 피로설계 

연수는 구조물의 설계수명의 2배인 100년으로 적

용하였다.

피로수명 해석은 API X′ S-N 곡선을 사용하였

으며 부재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응력

은 punching shear 혹은 적절한 기하학적 응력 

집중계수를 사용한 hot spot stress로 고려되어

야 한다. 용접 toe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효과

는 S-N 곡선의 적절한 선택으로 처리한다. 예로

써 곡선 X는 용접 부위가 부드럽게 통합되는 용

접을 가정하며, profile control이 없는 용접에 

대해서는 X'을 적용하였다. 설계된 부재 연결부

의 피로검토에 의하면, 모든 절점에서 작용파랑

에 대하여 100년 이상의 피로수명을 확보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Fig.5. S-N Curve for Fatigue analysis
3.4 설치시 안정성검토

 선적(loadout) 해석은 제작장에서 제작된 구

조물을 해상운송 barge에 선적하는 동안 부재의 

강도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선적시 4지

점의 구속조건이 중요한 요소이다. 선적시 운송 

barge가 기울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구조물이 

3점으로 지지된다고 가정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

였으며, 하중조건 경우마다 별도의 구속조건을 

적용하여 부재 응력을 검토하였다.

해상운송(Transportation)이란 구조물을 선적

(loadout)시킨 후에 제작장소로부터 독도의 설치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운송해석

시에는 운송바지의 안전성 해석과 구조적 관점에

서 자켓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켓은 보

통 육지에서 눕혀진 상태로 제작되어 barge위로 

skidding되어 선적후, Sea fastening  부재에 의

하여 Barge에 고정된 뒤 해상운송을 하게 된다. 

눕혀진 상태에서 자켓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자켓이 설치후의 정역학적 상태에

서 안전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므로 수평상태에

서는 자켓구조물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이

다. 눕혀진 상태의 쟈켓구조물에 대하여 Barge의 

해상운송중 발생하는 barge motion에 따른 가속

도에 의한 추가부재력을 산정하여 부재응력을 검

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인양(Lifting)해석은 해상운송된 자켓구조물을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중의 부재의 응력 및 

인양구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비교적 중량

이 적은 쟈켓구조물에 적용하는 설치방법이다.  

인양되어 해수면에 진수된 자켓구조물이 자중

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어 어떠한 상태로 떠있는

가를 검토하는 것이 floatation analysis이며, 

floatation 상태에서부터 설치위치에 최종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직립상태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upending analysis이다. 

이와같은 floatation 및 upending 해석에 의하

면, 쟈켓구조물은 충분한 부력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쟈켓하부에 설치된 Diaphragm을 

이용하여 적절한 해수주입에 의하여 안전하게 쟈

켓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4. CONCLUSION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해상구조물의 운영시 

안정성 및 설치시 안정성 검토, 지진시의 동적거

동 및 반복적인 파랑에 의한 누적피로현상을 검

토하였다.

해상 쟈켓구조물의 설계수명은 50년으로 하고 

반복적인 장기 파랑에 구조물의 피로 수명은 100

년을 적용하였으며, 동해안의 지각의 특성을 감

안하여 국내의 기준의 약 2배인 0.2G를 적용하여 

내진특성을 검토하였다. 

상세설계검토에 의하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

지의 해상구조물은 사용하중 및 환경하중에 대하

여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고 설치시 

여러하중 조건에 대하여 부재의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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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 설계

Design of Construction of Contour Facilities to improve calmness of Gamcheon Harbor

고장희1, 권오기2, 송승훈3, 김동근4

 Jang-Hee Ko1, O-Gi Kwon2 and Seung-Hun Song3 and Dong-Keun Kim4

1. 서  론

감천항은 원양수산물 등 각종 화물을 취 해 온 부산

의 항만으로 최근 동북아 최 의 수산물수출가공 선진

화단지가 착공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감천항은 지형 인 해역 특성상 외해 랑의 직

 내습으로 항내정온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최

근 이상기후 상에 따른 설계  상향으로 기존 방 제

의 안정성 미확보 등 문제 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감천항의 항만가동율 향상을 한 남방 제 

350m와 선박통항 안 성 증 를 한 도류제 240m 신

설, 그리고 설계  상향에 따른 기존 동ㆍ서방 제를 

보강하는 공사이다.

이러한 해역 특성  사업목 에 부합되도록 수심 

고 랑 해역에서의 내 안정성과 항내정온도 향상, 선

박통항 안 성 증 , 기존 방 제의 맞춤식 보강과 해

양수질환경 개선, 그리고 감천항의 항만가치 창출이라

는 설계컨셉을 도입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하 다.

Fig 1. 감천항 평면도  해역 특성

Table 1. 구조물별 용 설계

2. 시설물 계획

2.1 남방파제 설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무공 이슨은 압과 월 량

이 크게 발생하며, 항내측 다 반사  발생으로 항로부 

고가 증폭되어 선박항행에 지장을 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해 상부사면 오

슬릿 이슨 단면을 용하 으며, 마루높이는 월

량 감을 해 사면형태의 상치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계획 비 1.7m 상향된 DL(+)11.2m로 계획하 고, 수

치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월 량이 31% 이상 감

됨을 확인하 다.

상부사면 오 슬릿 이슨의 력 감효과를 보면, 

이슨 면에 오 슬릿 유수실을 도입하여 기본계획 

비 수평 력은 27%, 양압력은 41%의 감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면형 상치 단면은 작용

력의 50%가 연직분력 즉, 제체자 으로 활용되어 내  

안정성이 극 화되는 단면으로 국내 울산항 방 제와 

일본의 니가타항  이시노마키항 방 제 등에도 시공

되어 효과가 검증된 효율 인 단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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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상부사면 오 슬릿 이슨식 단면

Fig 3. 기존 동ㆍ서방 제 외력 감방안

2.2 동ㆍ서방파제 보강설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단면은 소형블록으로 유수실

폭이 소하여 항내측 반사  감효과가 미흡하기 때

문에 회 설계에는 일체구조물로 안정성이 탁월하며 

폭유수실에 의한 항내반사  감효과가 우수한 곡

면 이 슬릿 이슨을 용하 으며, 마루높이는 기본

계획 비 1.4m 상향한 (+)10.0m로 결정하여 월 감

을 통한 항내정온도를 향상시켰다.

이상과 같이 월   반사  감을 한 극 인 

시설계획으로 기존 감천항의 모든 안벽에서 항만가동

율이 98% 이상을 만족하도록 계획하 다. 특히, 감천항 

체를 모의할 수 있는 1/120 형 평면 수리모형실험

을 통해 항내 고비 분포  정온도 확보를 검증하

다.

한, 기본계획 단면은 근고블록이 높아 충격 력 발

생으로 후면 보강폭을 23m로 용하 으나, 회 설계

시 면 근고블록을 3.6m 깊게 설치함으로서 력을 

29% 감시켜 후면보강폭을 17m로 최 화하 다.

기존 동ㆍ서방 제는 공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시

설로 체 인 내구성이 취약하여 기존방 제에 작용

하는 외력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한 요소로 

두되었다. 따라서 Fig. 3과 같이 상치콘크리트를 기존

방 제 상부에 증고할 경우, 추가 인 자 과 력이 

기존 이슨 에 직  달되어 부재력이 크게 부족

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회 설계시 신설되는 보강구조물에만 상치

콘크리트를 증고하여 기존방 제에 작용하는 외력을 

최소화시켰으며, 인 시에도 뒷굽  상부의 사석과 상

치콘크리트의 자 이 연직력으로 작용하므로 기존

이슨 후면의 지지력과 부재력을 모두 만족하도록 계

획하 다.

후면보강으로 계획한 동ㆍ서방 제의 신설 이슨은 

세부검토를 통해 설계  작용시 주동토압 외에 기존

이슨을 통한 력 달분도 반 토록 계획하 다. 수치

해석과 단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뒷채움폭과 심도변

화에 따른 력 달분 검토결과, 신설 이슨 보강폭 

8.5m와 방 제 체 안정성 확보를 한 제체폭 17.0m

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Fig 4. 동ㆍ서방 제 신설 이슨 안정성 검토 

 제원 결정

구   분 단면실험 평면실험

실험축척
1/50 1/120

(감천항 체 재 )

수조제원

길이 : 69.0m

폭 : 2.0m

높이 : 1.8m

가로 : 55.0m

세로 : 34.0m

높이 : 1.0m

특    징 랑과 흐름 동시 발생 가능

구   분
 랑 유 속

(m/s)고(m) 주기(s)

유속 - -

1.126
랑

+

유속

0.50

7.501.50

2.50

구   분  랑
유 속

(m/s)

유속 -

1.126
랑

+

유속

향 : S

고 : 1.54m

주기 : 7.27s  

향 : SSW

고 : 1.41m

주기 : 7.22s 

Fig 5. 소 블록형 도류제

Fig 6. 해수소통형 이슨식 도류제

2.3 도류제 설계
도류제 구조물의 설계지침에는 기존 동방 제의 시

부에 앙하수처리장 해양방류 이 설치되어 방류

수의 원활한 확산을 해 투과율 50% 이상을 만족하도

록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도류제 구조물 설계시 해수

투과율을 평가하기 하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구조

물에 한 단면  평면 수리모형실험(Table 2. 참조)을 

실시하 다. 수리모형실험의 실험조건은 해수유동 모

형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Table 3., 4.와 같이 

용하여 수행하 다.

Table 2. 실험축척  수조제원

Table 3. 단면 수리모형실험

Table 4. 평면 수리모형실험

기본계획 단면에 한 단면  평면 수리모형실험 결

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소 블록 형식은 흐름에 한 

마찰 항이 커짐에 따라 진행하는 해수흐름의 지체로 

조류 흐름이 두도를 통해 돌아나가므로 해수투과율이 

30% 정도로 나타나 수질환경개선을 해서는 고투과성 

구조형식의 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기본설계에서는 해수소통 효과가 매우 우수

하고 무단선박의 통항차단이 가능한 해수소통형 이

슨 단면을 선정하 으며, 도류제 240m  고투과성 해

수소통형 이슨을 수심이 깊은 90m구간(투과율 84%)

에 용한 결과, 도류제 구간 해수투과율 50% 이상과 

항입구부에서 조류속 1knot 이하가 충족됨을 평면  

단면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3. 시공 계획

감천항 방 제는 기 , 이슨, 상치콘크리트  부

시설 공사로 수행될 정이며, 남방 제 형 이슨

은 포항 일만항 북방 제 장의 공장형슬립폼 제작

장을 활용하고 동ㆍ서방 제 소형 이슨 역시 서방

제 배면의 선기조합 부두를 활용함으로서 모든 이슨

의 육상제작을 통해 공기지연 요소를 없애고 시공시 안

성을 확보하 다.

한, 인 된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설공사

와의 간섭을 배제한 공정계획을 수립하 으며, 월 피

해가 빈번한 서방 제 시 부를 우선 시공토록 하 다. 

그리고 도류제를 선시공함으로서 공사구역내 작업환

경을 개선했으며, 남방 제 이슨은 태풍기 이 에 거

치를 완료하고 동방 제는 착공후 2년내에 완공하여 

친수공간을 조기 제공토록 계획하 다.

4. 결  론

감천항 기본설계는 국내 최 의 설계 고에 응하

는 남방 제 신설과 공후 약 20여년이 경과되어 내구

성이 다소 약화된 기존 동ㆍ서방 제의 보강, 해수투과

율과 항입구부 조류속 기 이 만족되는 도류제 설치를 

비롯하여 선박통항 안 성 확보와 해역환경 개선  친

수경 기능 등의 도입이 요구되는 복합 다기능  항만

설계로 추진되었다. 

회 설계과정을 통해 지 해역여건과 항만의 기능

발휘 측면을 면 히 분석  반 하여 합리 이며 최

인 감천항 기본설계를 도출하 으며, 특히 설계  작용

시 후면매립식 이슨 보강구조물에 미치는 력 달 

향을 수치해석과 수리모형실험 분석을 통해 정량

으로 평가하여 최 의 보강폭을 결정한 사례는 향후 유

사과업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단된다.

Fig 7. 시공흐름도  공사 우선순 를 고려한 공정계획

Fig 8. 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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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치환공법이 용된 기존 방 제 하부기 의 치환단면 평가사례

Case Study on Estimation of Foundation Cross Section Applied to Sand 

Replacement Method for an Existing Structure of Breakwater

심민보1, 강연익2, 강윤구3

 Shim Min-Bo1, Kang Yeoun-Ike2 and Kang Yoon-koo3

1. 서 론

연약 성토 지반에 해상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 기

처리공법으로 모래치환공법보다는 원지반을 개량하

는 공법을 주로 용하고 있다. 모래치환공법은 연약 

성토를 굴착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여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 공법으로 확실한 기 처

리가 가능한 공법이지만, 원지반 성토를 투기장에 별

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이 있어 원지반상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더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설계  상향에 따른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증

가하고 있으며, 1990년 이 에 시공된 구조물이 많다. 

이러한 구조물 기 는 부분 모래치환공법이 용되

어 있다. 설계  상향에 따른 구조물 기  보강 여부 

단은 치환단면 평가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모래치환공

법이 용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시 모래치환공법의 

특성, 즉, 치환단면과 치환모래의 특성에 따라 구조물 

하부기 의 보강여부  보강범 가 크게 달라지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보강구조물의 기  보강은 치환모래의 단면 

평가와 특성 평가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

래치환공법이 용된 부산 감천항 동․서 방 제 하부

기 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강공법을 제시하기 하

여 모래치환공법의 2가지 평가요소  보강범 를 

단하는데 요한 요소인 치환단면 평가 사례를 제시하

고자 한다. 기존의 시공  공자료 조사를 통한 동․

서방 제 치환심도  치환단면을 분석하여 기본 인 

모래치환공법 시공자료를 유추하고, 구간별 치환단면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을 용함

으로써 종합 인 치환단면을 평가하 다.

2. 기존 자료조사를 통한 치환단면 평가

감천항 방 제는 1986년 공된 동방 제와 1991년 

공된 서방 제로 구분되며, 이슨 구조물의 기  지

지력을 확보하기 하여 표 입 항 N값이 0인 연약

한 실트질 토층에 해 모래치환공법이 용되었다. 

기존자료를 통한 치환단면 평가를 해 동방 제는 실

시설계용역 보고서(부산항건설사무소, ’79), 7차 축조

공사 설계서(부산항건설사무소, ’85), 서방 제는 공

도면(부산항건설사무소, ’89)을 참조하 다. 

동방 제의 모래치환 심도는 No.15 구간까지 DL.(-)  

28.0m, No.15~18 구간은 DL.(-) 28.0~(-) 31.4m, No.19 

~24 구간은 DL.(-) 38.5m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정된 기반암선 상단의 연약한 사질토  성토까지 

치환된 것으로 단된다.

서방 제의 경우, 치환심도는 No.5 구간까지 격히 

변화하다가, 이후 구간은 DL.(-) 30.2~(-) 34.5m로 큰 변

화가 없는 특성을 보인다. 동방 제와 달리 퇴 층은 

크게 상부 연약층과 하부 견고층으로 구분되며, 상부 

층이 치환된 것으로 단된다. 당  설계단면에 비해 

시공단면의 치환심도는 다소 어든 특성을 나타내며, 

치환 면폭은 6.8～11.6m 증가 구간(No.14~23)과  6.

0～6.9m 감소 구간(No.23 ~30)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발표자 : 삼성물산 / 차장 / geoshim1@hanmail.net

2 삼성물산 / 과장 / yeounike.kang@samsung.com

3 삼성물산 / 부장 / yoonkoo.kang@samsung.com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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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치환심도(동방파제)

Fig 3. 치환 단면(동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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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치환심도 및 치환폭(서방파제)

Fig 4. 치환 단면(서방파제) Fig 5. 지반조사 위치

              

동방 제의 경우 기존 시추공의 상 치환심도와 실

제 치환심도는 1m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치환 

면폭은 간부구간 29m, 두부구간 36m이었다. 서방

제의 경우 기존 시추공의 치환 상심도와 공단면의 

치환심도는 최  3.2m 차이가 있으며, 설사면은 1:3

으로 설계와 시공단면간 일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3. 지반조사를 통한 치환단면 평가

3.1 시추조사
모래치환공법으로 처리된 방 제 하부 기 의 치환

형상, 심도를 악하기 하여 동방 제와 서방 제 각

각 9공의 시추조사를 수행하 다.

감천항 실시설계(부산항 건설사무소, ’79), 서방 제 

공시(부산항 건설사무소, ’89), 정 안 진단 용역(부

산항 건설사무소, ’07), 기 자료조사 용역(부산항 건설

사무소, ’09) 등의  시추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각 단면별 

치환형상을 비교, 검토하 다. 



Fig 8. 물리탐사 결과(서방파제 제간부)

Fig 7. 물리탐사 결과(동방파제 제두부)

Fig 6. 물리탐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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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치환단면 분석 측선(동방파제)

3.2 물리탐사
모래치환단면에 한 물리탐사는 고정  음 토모

그래피(PRBS 토모그래피) 방법을 이용하 다. 

기존 방법은 주 수가 낮아 측정길이가 길고, 감쇠가 

커서 분해능이 큰 문제 이 있다. 그러나, 고정  음

토모그래피 방법은 수백 Hz로부터 수 10 kHz의 동

을 먼 곳까지 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 달리 연약층내의 속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

다. 이 방법은 연속 의 일종인 고주 의 Piezo진원(발

신기)을 가상 랜덤 코드(PRBS 코드)를 이용하여 보내

면  Hydrophone (수신기)에서 이를 수신하는 방법으로 

수신 형으로부터 센서마다 도달시간과 진폭을 분석

하여 이 데이터로부터 Inversion을 수행하여 속도와 감

쇠율 분포를 계산하여 원지반 성토와 모래치환층 등

의 지층단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동․서방 제 시추조사가 시행된 각 1개 측선을 선

정하여 물리탐사를 진행하 다. 탐사측선은 항외측과 

항내측 측선으로 하여 치환심도  치환 면폭을 상세

히 검토해야 하지만, 장여건에 의하여 항내측 측선으

로 시행하여 치환경사 악에 주력하 다.

동방 제의 경우 EP-1공의 17~21m의 구간에서 EB-8

공으로 차 소멸하면서 P  속도값 1620m/sec 이상

을 나타내는 치환모래층이 분포하고 있다. 치환모래층

의 분포 경향이 EP-1으로부터 EB-8 방향으로 비선형

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치환모래층 간～하부에

서 치환모래층과 실트질 토층이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치환단면 하부층에서 모래 투입에 따른 연약 

성토층과의 혼합 상으로 추정된다. 

서방 제의 경우 치환모래층의 P  속도값은 1640 

m/sec 이상의 치환모래층이 시추조사 추정선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동방 제와 달리 치환 면폭이 넓고, 

치환모래의 단계투입으로 원지반과 혼합 상이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공도면 설경사 1:3에

비해 치환경사는 1:4.4로 나타났으며, 이는 설시 여

굴, 치환모래층의 원지반 혼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된다.

4. 치환단면 종합 평가

치환단면에 한 평가는 기술자 시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종합평가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단면 분석, 시추조사에 의한 단

면분석, 그리고, 시추조사와 토모그래피 결과 종합분석 

등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종합 으로 분석하 다. 

동․서방 제는 각각 횡단 12개, 14개 구간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 다. 실시설계와 공도면, 회 기본설계

등의 시추조사는 일 성있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정

안 진단용역과 기 조사 용역의 시추조사 결과는 상

으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0. 치환단면 분석 결과(동방파제 H-H')

Fig 12. 치환사면 종합분석 (A-A' 항내측) 

치환단면 분석시 결정 요소는 치환경사  치환 면

폭, 치환심도이다. 동일 단면에서 많은 시추조사를 시

행하는 경우 정확도가 높은 단면을 얻을 수 있다. 

치환 면폭등 시공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동방

제는 치환심도, 치환 면폭과 치환경사 등 체 인 분

석에 주력하 다. 치환 면폭은 제간부의 경우 기 조

사 용역 35m로 제시되었지만, 공도면 29m와 상이하

으며, 제두부는 제간부보다 넓은 38m로 분석되었다.
항내측 치환경사는 제간부 시 에서 공도에 비해 

매우 완만한 결과를 보이다가 제두부에서는 매우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도의 경사 1:3에 비해 조사추

정선은 1:1.7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 제의 경우 치환 면폭과 치환심도가 상

으로 정확도가 높고, 설경사는 치환경사와 다소 차이

가 나타낼 수 있으므로 치환경사 분석에 주력하 다. 

종합분석 결과, 제간부에서 제두부 방향으로 치환심도

가 다소 증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항내측 치환경

사는 공도면에 비해 제두부는 다소 완만하고, 제간부

는 다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감천항 정온도 향상을 한 동․서 방

제 보강공사에서 하부기 의 보강범 를 단하기 

한 치환단면 평가 사례를 제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환단면 형상은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원지

반의 퇴 특성과 견고함 등에 향을 받으므로 구조물 

치별 불규칙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환

심도, 치환경사와 치환 면폭 등 치환단면 결정을 한 

시추조사와 물리탐사가 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구조물별로 하나의 표단면을 선정하거나, 치환경

사와 치환 면폭 등을 잘못 단할 경우 보강여부와 보

강범  단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치환단

면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본 평가사례와 

같이 기존의 자료 조사를 통한 분석뿐만 아니라, 구간

별 치환단면 평가가 가능하도록 장조사를 시행하여 

치환단면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모래치환공법에 한 구조물 기 의 보강은 치환단

면에 한 불확실성을 상당히 내포하므로 안 측의 설

계가 가능하도록 치환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치환단

면 형상에 향을 덜 받는 기 처리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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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치환단면 분석결과(동방파제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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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설계파고

의 증가로 인하여 방파제를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에 설치된 소파블록이 파손되거나 위

치를 이탈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서해안의 

방파제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국의 국가 어항에 대

하여 전면적인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데 그 방안이라는 것이 대부분 소파블록을 좀 더 

무거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덧씌우는 것이어서 많

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문제

점은 국내의 소파블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TP

가 중량이 커지면 다리가 길어져서 충격하중에 

다리가 절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

파블록을 사석으로 사용한 경우에 사석을 상호 

결합하여 안정성을 높인 실험을 북유럽에서 실시

한 사례가 있다(Sigurdur et. al, 200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TTP를 서로 결속하여 파랑하중에 대한 저항력

을 높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수리모형

실험과 현장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수리

모형실험에서는 결합에 의한 TTP의 안정성 향상 

가능성을 타진하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서 성능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TTP를 결

합하면 파랑 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안

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계파고

의 증가에 대비한 방파제의 안정성 확보 대책으

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수리모형실험

수리모형실험은 한국해양연구원의 평면수조 중

의 일부 구간을 사용하였다. 현장의 배수로를 모

형화하기 위하여 축척은 1/50로 하였으며 Froude 

상사법칙을 적용하였다.   

실험은 모형 TTP를 그림 1과 같이 설치하고 세

로로 반 쪽은 TTP를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하고 

나머지 반 쪽은 결합한 상태로 파랑을 작용하여 

효과를 검토하였다. 파랑 조건은 임의로 설계 파

고에 해당하는 유의파고 9.0m를 작용하였으며 실

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TTP를 결합한 구간은 

피해가 없는데 반하여 나머지 결합을 하지 않은 

구간은 TTP가 이탈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소파블록의 결합에 의한 안정성실험

1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기술원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그림 2 소파블록의 결합 유무에 따른 피해 정도 

3. 현장 적용

TTP 두 개를 상호 로프로 결합하면 파랑하중에 대

한 저항력이 커져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파랑하중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해수면 부근의 

TTP 두 개를 상호 결속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여기

서 사용한 로프는 고장력으로 단가는 높지만 ∅20 이
면 41.5톤의 인장강도를 가지므로 일반 로프나 와이

어에 비하여 작업성이 뛰어나다.  
현장실험은 강릉의 강릉항과 심곡항 그리고 부근

의 해안도로의 TTP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속은 강릉

항과 심곡항은 2010년 11월에 해안도로는 7월에 하

였으며 2011년3월에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대상 TTP
의 무게는 강릉항이 40톤, 심곡항은 16톤 그리고 해

안도로는 6.3톤이다. 강릉 지역은 북서 계절풍이 강

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

였으나 TTP의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로프는 절

단되어 파랑 하중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번 겨울에도 강릉 지역에서는 파도가 매우 높았

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존의 TTP가 이동할 정도

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합의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그림 3, 4에서 보다시피 로프의 일부는 

절단되어 사라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심곡항이나 해

안도로에서도 똑같이 관측되었다. 이는 시간이 경과

하면서 로프가 TTP와의 마찰에 의하여 마모되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약해진 상태에서 파랑하중을 견디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파랑하중을 측정하지 못

하였므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파랑에 대한 

저항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효과 분석

은 좀 더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TTP를 결합한 것들

과 결합하지 않은 것들의 이동 상황이 차이가 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강릉항 40톤 TTP의 결합 초기 상태

       (2010.12.21) 

그림 4 강릉항 40톤 TTP의 결합 후 일정 기간

       경과 상태(2011.03.29) 

4. 결     론

 TTP를 상호 결합하여 파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

는 방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리모형실

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동해안의 강릉에

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실험 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효과 분석은 어려우나 일부 결합한 로프가 절



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파랑하중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위의 결합하지 않은 TTP의 

이동이 거의 없으므로 로프 결합에 의한 효과를 극명

히 밝힐 수 없었으므로 좀 더 장기간의 관측이 필요하

다. 
차후에는 태풍의 길목인 제주와 남해안에서 추가

적인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계

획이다. 이러한 실험의 효과가 검증이 되면 최근 설계

파고 증대에 따른 소파블록 보강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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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목포는 1910년 이후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기반

이 낮게 조성되어 있어(김자경, 2009), 폭풍해일에 의한 

향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조 가 크게 상승하는 조

기에 해안 지 에서는 침수범람이 빈번하게 발생하

는 지역이다. 과거 표 인 목포해역 해일범람 사례로 

1997년 태풍 WINNIE와 2004년 태풍 MINDULLE의 

간 향시기가 조기 고조와 첩됨에 따라 목포 내

항  북항 일 에 해수범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응하여 목포 해안시설물 표고는 1997

년 이 의 D.L.(+)480 ～ 500 cm(목포지방해양수산청, 

1998)를 D.L.(+)550 cm로 증고한 상태로 악되었다. 

태풍이 발생하여 내습하는 7월～9월(2010년)까지 목포

지역 조석 보표(www.khoa.go.kr)에 따르면 거의 매

달 500 cm 이상의 높은 조 가 측(최고 511 cm, 2010

년 8월 11일)되었고, 2004년 범람이 발생한 7월과 8월에

는 520 cm 이상의 조 가 3회 이상 측된 바 있다. 

한 2000년 이후 목포지역의 태풍에 의한 해일고가 매년 

50 cm 내외로 기록(최고 59 cm, 태풍 RUSA(0215)됨을 

고려할 때 D.L.(+)550 cm의 목포 해안시설물 표고는 범

람피해로부터 안 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우려된다.

한편, 기상청(2009)에 수록된 국립조사원에서 운

되는 3단계 고조 정보에 따르면, 목포의 경우 2004년을 

기 으로 경계 측고조 454 cm, 험 측고조 469 cm

이며, 시설표고는 484 cm로 제시되고 있어, 측조 만

을 고려하더라도 측고조  시설표고에 한  추가

인 분석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단된다. 

2010년 8월 조기에 태풍 DIANMU(1004)가 내습하

여 남해안 일 에 피해가 발생하 고, 9월 에 서해안

으로 상륙한 태풍 KOMPASU(1007)는 강한 세력을 유

지하면서 북상하여 서해안 일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하 다. 태풍 KOMPASU가 태풍 DIANMU가 내

습했던 조기에 내습했다면, 목포와 같은 서남해안의 

지 는 물론 많은 해안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련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목포해역의 침수범람 험성을 악

하고, 2010년 발생한 태풍의 수치모의 용을 통해 

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2010년 발생한 태풍 덴무와 곤파스

2010년 8월과 9월에 태풍 DIANMU, KOMPASU의 

직간  향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하 는데, 그림 1

은 각 태풍의 진로를 나타낸 것으로 태풍 DIANMU 내

습시 목포해역 상조 는 511 cm로 조시 고조가 

측되고 있었으며, 실제 내습 경로보다 좌측인 목포해역

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되었다.

그림 2(a)는 태풍 DIANMU 내습시 국립해양조사원 

목포 측소의 1분 조 측자료, 풍속  기압 등을 보

이고 있는데, 태풍 DIANMU는 목포 조시 고조시

보다 약 5~6시간이 지난 조시에 최 향(해일고 44 

cm)을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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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KOMPASU는 2000년 서해안은 통과하여 한반

도를 강타한 태풍 PRAPIROON(0012)과 유사한 경로

와 강도로 자주 비교되고 있는데, PRAPIROON은 최

기압 965 hPa, 최 풍반경 70 kt, KOMPASU는 최 기

압 960 hPa, 최 풍반경 80 kt의 력으로 내습하 다. 

(a) DIANMU(1004)

(b) KOMPASU(1007)
Fig 1. 2010년 영향태풍 경로

태풍 DIANMU의 향으로 남지역 피해를 살펴보

면 농경지 88㏊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

액이 1억6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고, 장흥의 

주택과 상가 5채, 완도 주택 3채가 침수 으며 보성에

서는 주택 1채가 반 , 장흥에서는 3가구 9명의 이재민

이 발생하 다. 

태풍 DIANMU의 내습 보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당시 태풍 내습시의 최  측조 가 511cm(11일 

05:57)로 이에 비를 한 홍보방송을 4회 실시하 고, 

상습 인 침수  범람 피해가 발생하는 3개 지구(해안

로, 북항, 삼학도)에 공무원 16명 배치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상황을 리  지도하 다.

(a) DIANMU(1004)

(b) KOMPASU(1007)
Fig 2. 태풍내습시 목포해역 조위분석

Fig 3. 태풍 DIANMU 목포내항 현장사진
태풍 KOMPASU에 따른 남지역 피해는 강풍의 

향이 첩되어 약 54억으로 집계되었고, 주택 36채, 비



닐하우스 38동, 축사 2동, 수산양식시설 등이 손, 벼 

도복피해는 499.4ha, 과수낙과피해도 376ha에 달했다.

3. 목포해역 범람 취약성

목포 해안에 최근 용하는 것으로 악된 해안시설

물 표고 D.L.(+)550 cm는 이미 2004년 7월 기왕최고극

조 로 기록된 바 있다. 550 cm는 확률분포함수를 이용

한 기존연구(목포지방해양수산청, 1998 ; 행정자치부, 

1998)에서는 수백년 빈도에 해당되며, 강주환 등(2006)

의 조 편차와 조 측치의 결합확률에 따른 방법에

서 30년 빈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포해역은 언 한 바와 같이 태풍 향 시기

인 여름철 조기 상조 가 500 cm가 빈번히 과하

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태풍 향으로 50 cm이상의 

해일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 태풍의 향이 없는 시

기에도 조석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2009년 11월 43 

cm, 2009년 12월 64 cm 기록됨)가 있어 550 cm의 해안

시설물 표고는 충분히 침수  범람에 안 하다고 안심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에 한 다

각 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1은 목포해역 측고조  순으로 나열한 결과 이

며, 특히 역  최고조  550 cm (527 cm+23 cm) 이르는 

2004년 7월에는 발생하 으며, 2010년 태풍 DIANMU 

향시기에는 측조 가 511 cm, 실측조 가 521 cm

로 분석되었다

Table 1. 목포해역 예측 고조위

순 발생연월일
조 

비고
측 실측 편차

1 2004/08/02 527 524 -3

2 2004/07/04 526 550 +24

3 2004/08/03 524 522 -2

… … … … …

… 2010/08/11 511 521 +10 덴무

강주환 등(2008)은 목포해역에 한 조 자료 분석 

 해일고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하구언/방조제 건설에 

의한 고조  상승,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해수면 상승 

 하 기 측고조  증가, 조 가 높아질수록 Tidal 

choking effect가 더욱 약해지는 조간  효과, 2000년  

들어 더욱 우려되는 형 태풍의 향 등 4가지 측면

을 들어 과거에 비해 목포해역의 해일에 의한 범람 험

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이에 따른 책마련이 시

한 상태임을 지 한 바 있다. 특히, 목포시 지반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안지역과 도심지에 지 로 분포

하고 있어 해수범람이 발생할 경우 막 한 피해가 우려

된다(박선 , 2010). 그러나 목포해역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 음에도 피해조사가 주로 

인명  재산피해 산출 심으로 실시되어 침수심, 침

수면  등 해일범람 침수피해 정보는 1997년 침수 황

자료(행정자치부, 1998)를 제외하고 무한 상태이다. 

4. 2010년 영향태풍 수치모의

4.1 목포해역 지형자료 구축

상해역의 해일  범람 모의를 해서는 수치모형 

수립시, 실제 지형을 최 한 반 하기 해서는 정 한 

수심, 지형 표고자료  해안선 정보의 확보가 매우 

요하다. 특히,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에 제시된 침

수 상도(해안침수 상도, 홍수범람 험도)는 침수심

을 50 cm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치지형

도 1:5,000의 표고  오차는 ±1.66 m임을 감안하면, 수

치모의 구축시 재 지형을 반 하여 결과물을 제시하

기 해서는 수치지형도 1:1,000와 Lidar 측자료와 같

은 정  측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된 바와 같이 목포해역의 2010년 

태풍 모의 구축에 용하고, 재 목포해역의 해안시설

물 표고를 검토하여 범람 험성을 분석하기 해 국토

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1,000과 1:5,000 수치

지형도 에서 해안에 인 한 수치지형도를 주축으로 

수집하여, 수치모의 입력자료로 활용하 다. 한, 국

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측량 결과를 이용하 다.

3.2 수치모의 용  검토

본 연구에서는 박선 (2010)이 용한 바 있는 그림 

4(생략)와 같은 총 8단계의 계산 역을 활용하 다. 격

자간격 21,870 m인 Area_1 역은 한반도, 일본, 만 

등 범 한 해역을 포함하여 태풍의 생성  진행경로

의 재 이 충분히 반 되도록 하 으며, 서남해안을 포

함하는 Area_5 역은 천해역의 지형이 재 될 수 있도

록 격자간격 270 m로 구성하 다. 각 역별 격자구성

은 MIKE21 모형의 nesting 격자망 구축시 공간상 해석

능력의 도약이 ΔxCoarse=3ΔxFine인 것을 감안해 격자

간격을 1/3씩 감소시켜 설정하 다. 

그림 5는 목포시 지반고 황  동수역학  수치모

의를 고려하지 않고 해수면 상승을 고려했을 때 침수될 



것으로 상되는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침수범람 피해

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는 목포해안을 따라 내항  

북항지역에 넓게 지 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a) 목포 해수면 1m 상승 침수지역

(b) 목포 해수면 3m 상승 침수지역
Fig 5. 목포시 지반고 현황

태풍 DIANMU는 목포 조시 고조시 보다 약 5 ～

6시간이 지난 조시에 최 향(해일고 44 cm)을  

것으로 악되었다. 목포해역의 조 와 태풍 조건이 변

화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한 결과를 그림 6(생략)에 

제시하 으며, 목포 해수범람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실

험 이스는 태풍 내습시기가 조시 고조에 첩된 경

우로 악되었다.(이하 생략)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포해역에 한 해일  범람에 따른 

험성을 2010년 발생한 태풍에 한 수치모의  최신 

지형 측자료 분석을 통해 검토하 다. 이를 통해 해안

시설물 표고 기 에 한 재평가  재 시설물의 진

단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목포

해역과 같이 조석 향이 큰 해역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조석과 해일 결합을 고려한 이스를 활

용함에 따라 태풍 내습에 따른 해일  범람을 비하

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포해역은 도시 기반이 낮게 형성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강한 태풍의 내습 등에 응하기 

해 재 해안시설물을 증고하는 것으로 해일  범람에 

한 험성을 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 앙정부  일부 지자체에서 제작되는 재해지도가 

과학  근거를 토 로 험한 지역에 우선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주요 

해안에 치한 지자체에 한 해안시설물 표고의 

성 평가  진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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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해일과 조석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선형성 검토

A study on the nonlinearity of interaction between storm surge and 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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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 연안은 거의 매년 평균 3~4개의 태풍으로부

터 직간 인 향을 받아 왔으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폭풍 등 악기상에 의

한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형화 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폭풍해일의 험성  측 기술에 한 인식이 높아지

고 있으며, 폭풍해일에 한 연구(Choi et al., 2003; 문 

과 오, 2003; 김도삼 등, 2007; 허동수 등, 2009; 강주환 

등, 2009; 박선  등, 2010)가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폭풍해일의 정확한 측을 해서는 해일의 생성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석과 랑의 작용을 고

려하여야 하며, 조석과 해일의 비선형 작용은 체 해

수면의 높이뿐만 아니라 상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Prandle and Wolf, 1978). 서해안  

남해안의 조석 에 지가 큰 지역에서 조석과 해일의 비

선형 작용은 해일의 에 큰 향을 미치며, 조석의 

향이 강하고 수심경사가 완만한 천해역에서 조석과 

폭풍해일의 상호간의 비선형 효과는 크게 작용한다. 

한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구역 산정시는 조석과 해일의 

결합 모형은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수지역을 상으로 조석-해일 

동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조석과 폭풍해일의 비선형 

작용에 의한 해일고와 침수범  변화에 하여 분석하

다. 태풍 MAEMI 사상을 재 하여 수치실험의 타당

성을 검증한 이후, 조석-해일의 비선형 효과가 극 화 

될 수 있도록 가상의 태풍을 선정하여 조   내습각

도 변화에 따른 폭풍해일   침수범  변화를 검

토하 다.

2. 수치모형

2.1 모형구성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한반도-일본- 만 등 

범 한 해역을 포함하여 태풍의 진행경로의 재 이 충

분히 반 되도록 역을 구성하 다. 심지역인 여수

지역의 범람구역을 최소격자간격 20m 내외로 생성하

으며, 총 199,042개의 과 373,291개의 요소로 구

성하 다. 

사용모델은 ADCIRC의 수심 분된 2차원 모형

(2DDI)을 이용하여 조석-폭풍해일을 모의하 다. 

ADCIRC 모형의 기압장  해상풍 계산 모델  

symmetric structure wind model(Holland, 1980)을 이

용하여 계산하 다. 모형이 발표된 이후 재까지 계속

인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기능의 향상이 추진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Ver. 49를 사용하 다. 계산격자를 

METIS Ver. 4.0.1을 사용하여 병렬클러스터 24노드에 

합하도 계산 역의 효율을 증가 시켰다. 조석 실험은 

총 35일간 모의하여 조석-폭풍해일 실험시 Hot start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 다. 조석-폭풍해일 실험은 총 4일

간 모의 하 다. 계산시간간격은 0.5 , 조도계수는 해

상(0.0025), 육상(0.015)로 설정하고 바닥 마찰항은 비선

형(Quadratic) 방식을 사용하 다.

정 한 수심, 지형 표고자료  해안선 정보의 고해상

도 자료 입력은 모델 결과 정확도에 매우 요하다. 해상

의 수심정보는 ETOTP1의 1분 자료, 서승남(2008)의 

KorBathy30s의 30  자료를 이용하 으며, 해안선  범

람구역의 표고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와 

LiDAR 측량자료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해도 원도 

data와 해안선 측량 LiDAR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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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조석-해일 모형영역

Fig. 2. 조석 검증결과

여
수

마
산

Fig. 3. 태풍 MAEMI 내습시 해일고 검증결과

2.2 수치모형의 검증
조석-폭풍해일 모형의 검증을 해 유동특성  해일

특성을 정확히 재 하기 한 라미터의 결정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 

한 계수치가 설정된다. 조석모형 경계조건의 진폭

과 상 자료는 NAO(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Japan)에서 제공하고 있는 NAO.99jb 

자료를 활용하 다. NAO 모델은 격자간격 1/2°의 

지구 모델(NAO.99b)과 격자간격 1/12°의 동북아시아 

모델(NAO.99jb)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 용한 

동북아시아 모델(NAO.99jb)의 경우 일본  한반도 조

측소의 측자료와 검증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

킨 모델(Matsumoto et al., 2000)로, 국내 용사례로는 

천제호 등(2009)과 Choi et al.(2004) 등의 태풍 MAEMI

에 의한 폭풍해일 계산시 용된 바 있다. 

수립된 조석모형의 경계조건으로는 8  분조(M2, S2, 

N2, K2, K1, O1, P1, Q1)의 성분을 경계조건으로 고려하

으며, 한반도 남부 연안역에 8  분조자료가 제공되

는 11개 조 측소(가사도, 하조도, 청산도, 녹동항, 

양, 여수, 통 , 창원, 부산, 거문도, 제주)의 자료와 비

교·검증하 다. 특히 조석 운동에 가장 지배 인 주요 4

분조(M2, S2, K1, O1)의 경우 측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수립된 모형의 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태풍 MAEMI의 진행경로  주요 매개변수는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re) 

Tokyo(www.jma.go.jp)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

다. Fig. 3에 태풍 MAEMI 내습시 1분  1시간 간격

의 측 조 자료와 모델결과를 비교하 다. 측자료

와 비교를 통해 계산된 해일고의 성을 검토한 결

과, 측 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

어 계산된 폭풍해일 결과의 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랑  육상 지형의 향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정도 높은 폭풍해일을 재 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

태풍은 이동경로, 이동속도, 내습각도, 최 풍반경, 

심기압 등의 매개변수가 복합 으로 작용하고 불확

실하게 변동되므로 과거와 동일한 태풍이 다시 내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최근 세계 으로 지구 온난

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함과 동시

에 태풍의 강도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태풍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머지않은 미

래에 슈퍼태풍이 내습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허동수 

등, 2009).

일반 으로 태풍 내습시 경로  내습각도가 매우 다

양해 특정 태풍의 경로를 표 경로로 정의하기 어렵

다. 최근에는 이러한 태풍의 경로를 단순화시킨 직선화

된 가상경로의 태풍을 생성하고 다양한 경로로 해일특

성을 검토하는 가상태풍모의가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Mcinnes et al., 2003; Peng et al., 2004; 

강주환 등 2009). 태풍 경로를 직선화 시킬 경우 태풍의 



Fig. 4. 가상태풍의 내습각도 및 정점도

다양한 내습경로와 내습각도 등의 용이 용이하고, 

심기압, 최 풍속 등 태풍 주요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 구축이 용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가상태풍의 진로는 여수지역을 

심으로 내습각도 -22.5°~+67.5°를 22.5°로 간격으로 5

가지 경우의 내습각도 변화를 설정하 으며(Fig. 4 참

조), 이동속도에 따른 해일변화를 보면 이동속도에 비례

하여 해일이 증가되므로 일반 인 태풍의 이동속도인 

60km/hr로 설정하 다. RSMC에서 제공되는 best track 

자료를 활용하여 최 풍속반경의 추정이 가능한 15m/s, 

25m/s 풍속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981년 이후에 발

생한 태풍 에서 한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 TS

 이상의 77개 태풍을 선정한 후, 태풍의 심이 북  

33°(제주 남부) 통과시부터 최 풍속반경을 추정하여 분

석 하 다. 분서결과 태풍의 평균 최  풍속반경은 

83.3km이며, 최  182.2km, 최소 25.9km의 범 가 분

석되었다. 최 풍반경은 평균 최 풍속반경인 80km로 

설정하 다. 심기압은 남해안에서 지난 39년간(1970

년~2008년) 해면최 기압 자료를 극치분석을 통한 100

년 빈도에 해당하는 930hpa로 설정하 다. 조 는 

H.W.-5.0hr~H.W.+3.0hr를 1시간 간격으로 9개의 경우

에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조 의 기 은 Tide

(여수 기 검조소)를 기 으로 조시를 표 하 다.

 PT1, PT2, PT3의 정 에서는 내습각도 변화에 따라 

해일고의 변동이 나타났으며, Tide에서는 내습각도 변

화에 따른 해일고 변동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정 에서 내습각도 변화에 따른 음의 해일고 변동은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내습각도 변화에 따른 음의 해일고 

증가는 PT1(-196.1cm), PT2(-198.1cm), PT3(-213.9cm), 

Tide(-220.4cm)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 하면서 이동되므로, 태풍의 우반경은 양

의 해일고를 증가시키고 좌반경은 음의 해일고를 증가시

킨다. 이와 같이 내습각도가 동쪽으로 편향될수록 태풍 

좌반경의 향을 강하게 받아 음의 해일고가 증가되는 

것으로 단된다. 한 내습각도 +22.5°~+45.0°의 내습각

도에서 최  해일고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남

해안에 상륙하는 태풍경로(동 국해-남해-동해)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29%)를 가지며,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

상태풍과 같은 슈퍼태풍이 내습각도 +22.5°~45.0 °범

로 내습할 가능성이 크며, 내습할 경우 폭풍해일에 의

한 피해 역시 강력할 것으로 단된다. 

Fig. 5에 조   내습각도 변화에 따른 최  해일고 

변화를 도시하 다. 조석과 폭풍해일을 고려한 결과  

조 가 낮은 고조 ·후시에 해일고가 증가된다. 조  

변화에 따른 해일고는 PT1에서 PT3으로 갈수록 수심 

감소로 인하여 해일고는 상승하며, 조 변화에 따른 해

일고는 조에서 고조시 이    이후에서 해일고가 

상승하고 고조시에는 상 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조석과 해일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의 해일고는 태풍

경로의 좌측(PT1, PT2, PT3)에 치하는 경우는 조 변

화에 따른 해일고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우측

(Tide)에 치하는 경우는 조 변화에 따른 해일고의 

변동폭이 좌측에 치한 정 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태풍의 우반경에 치한 결과로 단된다. 범람구

역의 침수피해를 검토한 결과, H.W.0.0hr~H.W.+1.0hr

에서 침수범 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최  침수량은 

+45.0°의 내습각도에서 333.3×105m3로 발생되었다(침

수량의 기 은 MSL을 기 으로 산정).  

4. 토의

본 논문에서는 여수지역을 상으로 조   내습각

도 변화에 따른 가상태풍을 용하여 조석과 폭풍해일

의 비선형 효과에 의한 해일고 변화  범람구역의 침

수범 에 하여 검토하 다. 해일고는 수심  조 가 

낮은 고조 ·후시에 해일고가 증가되어 조 변화에 따

른 향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구역의 침수피해를 검토할 경우는 조석과 폭풍해

일을 필히 고려하여 범람구역을 산정하여할 것으로 

단된다. 향후, 서해안의 강한 조석 에 지와 폭풍해일

의 비선형 효과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바닥 마찰항에 의한 조석과 폭풍

해일의 비선형 효과에 한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점-PT1 정점-PT2

정점-PT3 정점-Tide(여수 기준검조소)
Fig. 5. 조위 및 내습각도 변화에 따른 최대 해일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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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분석을 이용한 한반도 태풍의 강도  지속기간의 경향 분석

Trend Analysis of Typhoon Intensity and Dur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Using Wavelet Analysis

오지희1, 서경덕2

 Jihee Oh1, Kyung-Duck Suh2

1. 서  론

최근 열 성 기압의 빈도  강도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열 성 기압의 

빈도  강도의 증가가 기후변화와 련이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Emanuel, 2005; Webster 등, 2005; Elsner 등, 

2008; Rozynski 등, 2009). 태풍은 폭풍 해일  고 랑

을 일으키며, 해안 지  침수에도 큰 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의 70~80%가 태풍의 집

향기간에 내려서 그 피해가 크다(황호성 등, 2008). 

따라서 태풍 발생 시 해안 지역에서의 홍수 피해가 빈

번히 발생한다.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Environment and Energy 

Team(2009)은 해일에 취약한 해안 지역의 비율을 조사

한 결과,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우

리나라가 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 

소방방재청 통계자료를 이용한 1904년부터 2009년까

지의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의 재산피해 순   

10  안에 5개가 최근 2000년 에 발생한 것이었다. 태

풍 매미(2003)의 경우, 최 순간풍속 극값 1 를 기록

하 고, 그 피해규모는 인명 피해 130 명, 재산 피해 4조 

7,810억 원이며, 4,089 세  1만 975 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 고, 주택 42만 1,014 동과 농경지 3만 7,986 ha 가 침

수되었다. 따라서 사회·경제 , 환경  에서 지구

온난화와 련된 극한 사상의 강도에 한 연구는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은 수치모

델결과들이 부분이었다. 이에 해 Shneider 등 

(2007)은 부 한 해상도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 다. 차은정 등(2009) 역시 

재 기술 수 으로 집 호우, 태풍 등을 완벽하게 재

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 다. 따라서 장기간의 

측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 태풍의 강도에 

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선행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어떠한 경향

을 보이는 지 분석하기 하여 장기간의 측 자료를 

특이스펙트럼 분석(SSA)을 통하여 분석하 다. 이와 

함께 정규분포  Gumbel 분포의 추정을 통해 반

인 태풍의 강도와 극치 분석을 함께 실시하 다. SSA는 

주어진 시계열을 느리게 변하는 경향 성분, 진동 성분, 

구조가 없는 잡음 등과 같은 독립 이고 해석 가능한 

성분들의 합으로 분해시키는 데 용이하다.  한 극치 

분석과 달리 라미터를 추정할 필요가 없는 장 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

고 불확실성이 큰 태풍과 같은 시계열에 하여 쉽게 

용할 수 있다. 이는 웨이블릿 분석의 장 이기도 하

다. 웨이블릿 분석은 “Mathematical Microscope" 

(Chen,1998) 로서 시간 상에서 서로 다른 빈도를 갖는 

성분들에 한 분석에 유용하다. SSA와 웨이블릿 분석 

모두 성분을 추출하는데 뛰어난 도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웨이블

릿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 지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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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료

태풍 자료는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re) - Tokyo에서 제공하는 1951년

부터 2008년 까지 58년 간 북서태평양의 best track 자

료를 이용하 다. 이는 각 태풍에 하여 6 시간 간격의 

도  경도, 심기압, 최  풍속 등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은 김 등(2006)이 제시한 한반도의 심 

(128°E, 36°N)로부터 반경 5° 이내를 통과하는 태풍으

로 정의하 고 그 결과, 198개의 태풍이 추출되었다. 최

 풍속 자료는 1977년 이후부터 제공되는 계로 강도

에 한 변수는 심기압을 사용하 다. 지속기간은 태

풍의 발생 시부터 소멸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이  론

웨이블릿 분석은 뛰어난 필터링의 특징을 갖고 있어 

수학, 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SSA와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분해(decomposition)와 

재결합(reconstruction) 과정을 통해 시간-빈도 역에

서의 성분들의 특성을 발견한다. 푸리에 분석 역시 시

계열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푸리에 분석

은 정상성을 갖는 시계열 분석에 용이하다는 단 을 갖

고 있다. 푸리에 변환은 시계열을 사인함수의 조화 성

분으로 분해시키지만, 웨이블릿 변환은 특정 역의 시

공간  빈도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비

정상성을 갖는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웨이블릿 분석은 Morlet(1983)에 의해 개발되었다. 

Grossman과 Morlet(1984)는 일차원 연속 웨이블릿 변

환을 고안하 다. 이 후, Meyer(1985)는 다차원으로 확

장시켰으며 Murenzi(1989)는 순환을 포함시켰다

(Meyers 등, 1993). 더 자세한 웨이블릿의 역사는 

Combes 등(1989), Farge(1992), Ruskai 등(1992)의 연구

에 소개되어있다.  

 웨이블릿 분석은 웨이블릿 함수를 이용하여 시계열

을 분해 는 재결합 시킨다. 웨이블릿 함수는 직교 함

수의 형태로 모(mother) 웨이블릿 함수 를 확장 

 변환을 통해 형성되는데 스 일 라미터 와  시

트 라미터 를 라미터로 갖는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1)

연속 웨이블릿 변환(CWT)과 시계열 ∈ 
의 재결합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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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의 켤  복

소수다. 그리고,

 
∞

∞

  
 ,

는 의 푸리에 변환이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자료의 양이 무 방 하

다는 단 을 갖는다. 이러한 을 개선하기 해 

불연속 웨이블릿 변환(DWT)을 많이 사용한다. 식 

(2)와 (3)의         ∈으로 

두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

∞

                                                                                    (4)

 




 
             (5)

웨이블릿 함수에는 Daubechies, Biorthogonal, 

Coiflets, Symlets, Morlet,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Daubechies 1(db1)과 Coiflet 5(coif5)를 사용

하 다. Fig. 1은 여러 웨이블릿 함수들  db1과 coif5

를 보여주고 있다. db1은 Haar 웨이블릿과 같은 형태로 

가장 단순하고 쉬운 형태다. 이는 불연속 이며, 계단 

함수와 같다. Coiflet 함수는 Daubechies 함수보다 칭

성을 갖는다. 한 연속 인 형태를 나타내거나 부드러

운 곡선을 표 하기에 유용하다.

Fig. 1 웨이블릿 함수 db1(좌)과 coif5(우)



Fig. 3 근사치 7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Fig. 4 SSA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향 성분의 선형회
귀분석 결과

4. 결  과

58년 간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의 심기압에 

하여 db1과 coif5를 이용하여 웨이블릿 분석을 수행하

다. 분해는 10 단계로 시행하 다. 이 과정을 통해 10

개의 디테일(detail)과 1개의 근사치(approximation)이 

생성되었다. 경향 성분으로 볼 수 있는 성분을 찾기 

하여 각각의 디테일과 근사치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이 때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울기가 거

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고, 경향성을 갖고 있다면 기울기

를 갖게 된다. Fig. 2는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로, 디테

일 1은 db1과 coif5 모두 기울기가 0이며, 디테일 10과 

근사치 10은 db1과 coif5 모두 기울기가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을 살펴본 결

과, 디테일 8부터 10까지 성분과 근사치 10의 성분이 기

울기 값이 뚜렷하여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들 성분을 더한 결과는 근사치 7과 같다. 즉, 경

향 성분은 근사치 7이라고 볼 수 있다. 

근사치 7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는 Fig. 3에서 볼 수 있

다. Fig. 4의 SSA를 이용하여 추출한 경향 성분과 비교

하 을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db1과 coif5의 선형회귀분석 결과가 일치함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반 인 경향을 살펴볼 때에는 함수 

사용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 다.

웨이블릿 변환 계수의 에 지는 자료의 분산과 비례

한다. 따라서, 주기에 따른 에 지 변화의 분포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주기에 에 지가 

집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서 10개의 디테일 성

분에 한 표 편차를 비교하 다. Table 1은 각 성분

의 주기 역과 표 편차에 한 정보를 보여 다. 여

기에서 는 측된 시간간격으로, 6시간에 해당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디테일 5와 6의 표 편차가 다른 성

분들 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테일 5

와 6 성분에 에 지가 집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성

분들의 주기 역은 일반 인 태풍의 지속기간인 8일

부터 32일에 해당한다.  우리는 태풍 지속기간의 경향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기존의 시계열을 1951 - 1980

년, 1981-2008년의 크게 두 하  기간으로 나눠서 웨이

블릿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두 하

기간 모두 디테일 5와 6 성분의 표 편차 값이 컸으며, 

두 하 기간을 비교한 결과, 디테일 1부터 5, 7, 10 성분

은 두 번째 하 기간에 약간 감소하 고 디테일 6, 8, 9 

성분의 표 편차는 두 번째 하 기간에 증가하 다. 

이는 태풍의 지속기간이 차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

Fig. 2 각 성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위에서부터
디테일 1, 디테일 10, 근사치 10)



Detail Frequency region Period region(hrs) Period region(days) std
detail 1 1/2 - 1/4 12 - 24 0.5 - 1 2.38
detail 2 1/4 - 1/8 24 - 48 1 - 2 3.72
detail 3 1/8 - 1/16 48 - 96 2 - 4 6.36
detail 4 1/16 - 1/32 96 - 192 4 - 8 9.9
detail 5 1/32 - 1/64 192 - 384 8 - 16 13.64
detail 6 1/64 - 1/128 384 - 768 16 - 32 11.55
detail 7 1/128 - 1/256 768 - 1536 32 - 64 7.49
detail 8 1/256 - 1/512 1536 - 3072 64 - 128 5.14
detail 9 1/512 - 1/1024 3072 - 6144 128 - 256 3
detail 10 1/1024 - 1/2048 6144 - 12288 256 - 512 3.43

Fig. 5 1951-2008년 동안 db1과 coif5를 이용하여 
생성한 디테일 6 성분의 분산 변화 추이

주는 것이다. 에 지의 변화가 주기의 변화 뿐 만 아니

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에

지 변화가 뚜렷한 디테일 6 성분의 분산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Fig. 5는 디테일 6 성분의 

각 500 개 지 들의 분산을 계산한 것으로, 이를 보면 시

간이 변화함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반 으로 

분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디테일 6 성분

의 에 지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1951-2008 년 동안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풍의 강도  지속기간의 경향을 분석하 다. 선행 

연구로 경향 성분  여러 성분들의 추출에 유용한 SSA

를 이용하여 같은 분석을 실시하 고, 정규분포  

Gumbel 분포 추정을 통하여 일반 인 태풍의 강도  

극치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SSA를 통하여 

태풍의 강도는 약간 증가하고 지속기간은 1951-1980년

에 비해 1981-2008년에 3일 정도의 뚜렷한 증가가 있음

을 발견하 다. 한, 정규분포  Gumbel 분포도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를 뒷받침하 다. 매우 큰 강

도에 해당하는 태풍의 비율은 약간 어들었으나 비교

 강도가 큰 태풍인 920 ~ 960 hPa에 해당하는 태풍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속기간 역

시 약 3일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SA는 웨이블릿 분석과 마찬가지로 비정상성을 갖

는 시계열에도 용할 수 있으며 성분 추출에 뛰어난 

장 을 갖고 있으나 각 성분들이 상 성을 갖지 않는다

는 가정 하에 계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

면,  웨이블릿 분석의 경우에는 각 성분들이 직교를 하

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성분들 간의 상 성이 없음

이 확실하다. 따라서 각 성분들을 더할 수 있고, 한 각 

성분들의 분산도 쉽게 더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

라서, 웨이블릿 분석을 이용하여 선행 연구와 같은 연

구를 수행하여 SSA의 결과를 검증하 다. 

웨이블릿 분석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향을 미친 태

풍의 강도  지속기간에 한 분석을 한 결과, SSA 분

석과 마찬가지로 경향 성분의 심기압이 약간 감소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지속기간은 뚜렷한 증가가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지속기간이 긴 태풍일수록 

강도가 세다고 가정할 때, 매우 큰 강도를 갖는 태풍의 

비율은 약간 감소하고 비교  큰 강도를 갖는 태풍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태풍의 

강도와 지속기간은 차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향을 미치는 태풍의 에 지가 차 증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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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고립파) 발생시 투수층 매설에 따른 연안에서의 처오름 변화에 관하여

On the Effects of Drainage Layer Inside Beach on Run-up of 

Tsunami-like Solitary wave

허동수1, 구남헌2, 박종배3, 안성욱4

Dong Soo Hur1, Nam Hean Goo2, Jong Bae Park3 and Sung Wook An4

1. 서     론
쓰나미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여러 차례 발생

하여 엄청난 위력으로 해안가를 초토화시키며 수많

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자연재해

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쓰나미는 해저의 지각판의 이동이나 해저

화산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역시 대지진의 진원지 근처에서 단층이 움직

이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

다. 이렇게 발생된 쓰나미는 천해로 진행할수록 파고

가 높아지며 육지로 범람하여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

다. 이번 일본 대 지진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엄청

난 위력과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는 쓰나의 위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지진해일에 의한 쓰나미를 연구하는 연구

자로서 이에 따른 재해 경감을 위하여 범람한 파의 진

행속도나 전파거리를 줄이는 것이 지진해일을 대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

는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해빈 내에 투수층을 

매설하여 쓰나미의 전파속도와 전파거리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해빈 내 투

수층 매설은 해빈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침식을 제

어할 뿐 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

는 투수층매설공법은 사면에 투수층을 설치하여 침

투한 해수를 투수층으로 유도하여 바다측으로 자연

배수시킴으로서 해빈의 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알

려져 있다. 이러한 투수층을 설치 함으로서 지진해일

과 같은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투수층을 통한 배수효

과로 인하여 처오름 높이를 줄이고 전파거리와 전파

시간을 지연할수 있다면 평소에는 해빈안정화에 기

여하며 지진해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공

법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투수층에 대한 연구들은 단주기

파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허동수 와 이우동

(2010)은 투수층의 배치형태(평균입경, 두께, 매설깊

이)가 해빈 내의 지하수위변화에 미치는 특성에 관하

여 기술하였다. 하지만, 투수층매설이 쓰나미와 같은 

장주기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주요한 검

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비선형식 3차원 수치해석기법

인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를 새롭게 

개량하여 지진해일 발생 시 해빈 내의 투수층 매설이 

쓰나미와 같은 장주기파의 처오름 특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치해석기법

2.1 기초방정식
 본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는 파ㆍ

구조물ㆍ해저지반/해빈의 상호간섭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으로서 무반사조파를 위

한 조파소스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과 투과성구조

물내의 유체저항항을 도입한 수정된 Navier-Stokes 운
동방정식 및 자유표면을 추정하기 위한 VOF함수

(Hirt and Nichols, 1981)의 이류방정식으로 구성된 강

비선형의 3차원 수치해석기법이다. 격자크기보다 작

은 난류의 재현을 위해 SGS모델로서 Smagorinsky 
sub-grid model(Smagorinsky, 1963)를 이용하는 3차원 

LES기법을 도입하였으며, 투과성구조물의 특성(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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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Comparison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easured(Chang et al., 2009) 
and calculated water surface profiles 
according to the propagation of the solitary 
wave.(H/h0=0.235, h0=1.75m and cot⍺=20)

CA
SE H/h0 h0(m) cotΦ R(m)

1 0.054

1.75 20

0.350
2 0.094 0.555
3 0.164 0.700
4 0.220 0.805
5 0.235 0.860

Fig. 1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tank based on chang et al.'s 
experimental one (2009)

경, 공극, 형상 등)에 따른 유체저항의 특성을 재현하

기 위하여 관성저항(Sakakiyama and Kajima, 1992), 난
류저항(Ergun, 1952; van Gent, 1995) 및 층류저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을 적용하였다.

또한, 고립파의 조파를 위하여 Fenton(1972)에 의한 

3차 근사식을 이용하여 고립파를 조파하였다

2.2 수치해석기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경사면의 바닥 마찰에 의한 고립파

의 파랑변형에 관한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Fig.1과 같은 Chang et al.(2009)의 수리모형실험

에 근거한 수치파동수조를 설치하였다.
파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해측에 조파소스 

및 부가감쇠영역을 설치하였으며, 해석영역에는 수

심(h) 1.75m의 해역에 1:20의 비탈면 경사를 가진 불

투과 경사면을 설치하였다. 또한 불투과경사면에 대

한 경계처리는 계단식이 아니라 허동수 등(2008)이 

제안한 경사면 처리기법을 적용하였다.

Table 1. Solitary wave conditions and run up 
heights.

Table. 1 은 Chang et al.(2009)의 수리모형실험에 사

용된 입사조건이며 수심을 1.75m 로 일정하게 고정

하고 파고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고

(H/h0)의 범위는 0.054~0.235이며, 처오름 높이는 정

선에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L)를 구하여 삼각함수

를 이용하여 R=L tanΦ를 이용하여 처오름 높이를 산

정하였다.
Fig. 2는 고립파 내습에 의한 연안 부근에서의 

자유수면에 대해 수리모형 실험치와 본 수치계산 

결과를 비교한 그림으로서, 빨간 동그라미(◯)는 

Chang et al(2009)의 실험치를, 파란 실선(-)은 수치

계산의 자유수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의 

종축은 정수면을 기준으로 수심으로 무차원 하였

으며 횡축도 수심으로 무차원하여 나타내었다. 
Fig. 2(a)~(d)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바닥층

(불투과성 경사면 표면)에 대해 공극률과 관성저

항을 주어 바닥마찰(조도)을 대체한 수치계산의 

결과는 수리모형 실험치를 고정도로 재현하고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3차원 수치해석기법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

증할 수 있으며, 이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투

수층을 매설한 경우 연안에서의 처오름특성에 대

하여 검토한다.

3. 투수층 매설에 따른 수리특성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발생시 연안에서의 투수

층매설에 따른 처오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수

층이 없는 경우 및 투수층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리

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3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wave basin 

(a)

(b)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mean flow in 
sandy beach/ drainage layer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sea level for 
the variable drainage flow(Df) of drainage 
layer

Table 2. Test conditions of incident solitary wave 
and beach

CASE
Drainage layer(cm)

wave
(cm)

D50 d Ld Df Hi

1 - 8

2 - 10

3 - 12

4 1
5

3
25

10

5 3 10

6

1

10 10

7

5

6 10

8

3

37 10

9 13 10

10
25

8

11 12

3.1 수치파동수조 및 입사조건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투수층의 배치형태(투수층의 평

균입경(D50=1, 3cm), 투수층의 두께(d=5, 10cm), 매
설깊이(Ld=3, 6cm), 배수구의 위치(Df=37cm(상층), 
25cm(중층), 13cm(하층)) 및 입사파조건(Hi=8, 10, 
12cm))에 따라 투과성 사면의 처오름 특성에 대하

여 파악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은 3차원 수치파

동수조를 구성하였다. 투수층의 경사는 1:10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3차원 수치파동수조는 파

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해측에 부가감쇠영

역과 조파소스(조파원천)를 설치하였으며, 해석영

역에는 바닥경사 1:200의 seabed를 기초로 하여 

비탈면 경사 1:10인 해빈 및 투수층을 설치 하였

다. 해빈의 평균입경은 0.01cm로 고정하고 투수층

의 평균입경을 두 종류로 달리 적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이용하는 수치해석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

항은 Table 2에 나타낸다. 

3.2  투수층의 배치 형태에 따른 비교

 해빈 내부에 매설되는 투수층의 평균입경(D50) 및 

배치형태(d, Ld,) 그리고 입사파조건(Hi)에 따른 처

오름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투수층 매설에 따른 

배수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사면에서

의 수리특성에 대해 고찰 하였다. 

3.2.1 투수층에 의한 침투류 특성

Fig. 4의 (a)와 (b)는 각각 투수층 매설 유무에 

따른 침투류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a)는 투수층

을 매설 하지 않은 CASE2, (b)는 투수층을 매설한 

CASE4에 대한 침투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투
수층을 매설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전파거리를 기

준으로 하여 투수층을 매설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것와 같이 투수층을 매설한 경우 투

수층을 통하여 바다측으로 빠지는 배수효과로 인

하여 전체적인 수위분포와 전파거리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2 배수구(Df)의 설치위치에 따른 영향

Fig. 5 는 배수구(Df)의 설치위치에 따른 고립파

의 전파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검정 실선(—)은 투

수층이 존재하지 않은 CASE2의 경우를, (—) (—) 



Fig. 6 Spatial distribution of sea level for the 
variable laying depths(Ld) of drainage layer

(—)은 투수층이 매설된 경우를 의미하며 연두색

실선(—)은 투수층의 배수구(Df) 위치가 정수면에 

가장 가까운 CASE8, 파랑실선(—)은 배수구(Df)가 

바다 저면에 가까운 CASE9를 나타낸 것이다. 배
수구(Df)의 위치가 정수면에 가까울수록 파의간섭

으로 인하여 배수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배수구(Df)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파의 영향이 작은 수심대에 위치할수록 배수효과

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3.2.3 투수층의 매설깊이(Ld)에 따른 영향

Fig. 6 투수층의 매설깊이(Ld)에 따른 육지에서

의 전파거리를 수위분포로 나타낸 것으로 검은실

선(—)은 투수층이 매설되지 않은 CASE2의 경우 

빨간실선(—) 과 파랑실선(—)은 투수층이 매설된 

경우 매설깊이(Ld)에 따른 CASE4, CASE7의 경우

를 각각 나타낸다. 전술한 Fig. 4의 침투류 특성에

서 확인할 것과 같이 매설깊이(Ld)가 얕을수록 침

투된 해수가 투수층을 통하여 외해로 빠져 나가는 

양이 많이 지기 때문에 투수층이 없는 경우보다 

수위도 떨어지고 전파거리 또한 작아지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발생시 투수층매설에 따

른 연안에서의 처오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를 개량하여

이용하였으며 투수층의 배치형태(평균입경, 두께, 매
설깊이, 배수구의 위치) 및 입사파의 조건에 따른 연

안에서의 처오름특성에 관하여 고찰 하였으며 이로

부터 얻어진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투수층을 매설할 경우 투수층을 통한 배수효과로 

인하여 연안에서의 처오름 및 전파거리가 짧아진다.  
2. 투수층의 매설깊이가 얕을수록 고립파의 전

파거리가 줄어든다. 
3. 투수층의 바다측 배수구가 저면 부근의 수심

근처에 놓일수록 입사파의 영향을 작게 받아서 배

수구를 통한 흐름이 원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처

오름 및 전파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배수구

의 위치와 파고와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고찰에 대해서는 학술발표장에

서 다루도록 하겠다.
연안에서 해빈 내의 투수층 매설은 평소에는 해

빈 내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침식을 제어할 뿐

만 아니라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할 경우 투수

층을 통한 배수효과로 인하여 연안에서의 처오름 

높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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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된 역격자에서의 폭풍해일 모의체계

Storm surge simulation system 

on the extended grid to North West Pacific region

서승원1, 김 정2

 SeungWon Suh1, HyeonJeong Kim2

1. 서 론

근래 증하는 연안재해 감방안의 하나로 폭풍해일

로 인한 우리나라 서남해안 범람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변 등, 2009; 박 등, 2010; 서, 2011; 국립해양조사

원, 2010; 한국해양연구원, 2010 등). 해석도구로 연구기

 는 연구자 마다 사용하는 모델이 다르지만 비구조

화된 격자체계가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불규칙한 

해안선을 해상하는데 합하며, 모델 계산의 병렬화가 

마련되어(FVCOM, ADCIRC등) 이를 용한 연구결과

가 한 축을 이룬다. 연안범람을 모의하기 한 기 인 

단계는 연안역을 정한 도로 해상하고 조석수동역학

을 정  재 하고, 이후 기압과 폭풍에 의한 바람장 이

동  해 를 고려하여 그 험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서, 1999b; 서·이, 2007; 서 

등, 2010; 김·서, 2010)에서 상세히 해상한 동 국  황

해 격자를 토 로 조석과 폭풍해일을 모의하기 하여 

황해, 동해, 동 국해, 남 국해  필리핀 해역 등을 포

함한 북서태평양에 한 새로운 격자를 구축하 고, 조

석 수동역학을 확장 역에서 평가 하 다.

태풍모의를 한 확장 역에서 태풍 Prapiroon을 재

 하면서 칭 바람장과 비 칭 바람장을 재 하여 실

제 자연 상태의 태풍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

으며, 태풍이 발생하 을 때 이동경로에 따라 기압장 

변화와 바람에 의한 응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을 재 하기 해 조석- 랑 모

형을  결합하고 평가 하 다.

2. 북서태평양 확장영역 조석모의

2.1 모형의 격자체계
본 연구의 격자망은 수치해의 안정성을 해 국부

단오차해석(LTEA) 방법(Hagen et. al., 2000)을 가미한 

자동화 방법을 응용하여, 태풍의 이동경로를 충분히 포

함 할 수 있도록 북서태평양 해역까지 확 하여 그림. 1

에 보이는 격자체계(NWP-G57K)를 구축하 다. 여기

서는 서해연안의 최소격자간격이 약 150m 내외로 해상

되며, 총 56,617개의 과 104,094개의 유한요소로 구

성된다. 체 역은 METIS ver 4.0.1을 사용하여 병렬

클러스터의 32개 로세서에 합하도록 분할하 다.

격자망 구축을 해 지구 1분간격 수심(ETOPO1, 

2009)과 우리나라 서해안의 30  간격수심(서,2008)의 

수심자료를 사용하 고, 지구 조석모델 

FES2004(Lyard et al., 2006)로부터 추출한 개방경계조

건을 사용하 다. 수치모의에 사용한 모형은 ADCIRC 

(Luettich et al., 1992)모형에 병렬화를 추가하여 수정

한 pADCIRC(Chippada et al., 1996)로 v 49.21을 사용

하 다.

2.2 조석 모의결과
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된 역격자에서는 더 상세한 

결과를 얻고자 FES2004(Lyard et al., 2006)로부터 추출

된 주요 8분조(M2, S2, K1, O1, N2, P1, K2, Q1)의 진폭

과 상각을 입력하여 모의하 다. 계산 시간 간격 8 

sec로 설정하 으며, 기 5일을 ramp up 시키고 총 35

일을 모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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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수동역학 모의 결과는 정량 으로 평가를 하 으

며 우리나라 연안 96개의 측소 검조자료(한국해양연구

원, 1996)와 국제수로기구(IHO)의 153개 측소의 측

치를 모델치와 비교한 결과를 그림. 2에 진폭을, 그림. 3에 

상각을 도시하 다. 우리나라, 국, 일본의 연안검조

소에 한 상각 비교는 국지시간을 기 으로 하지 않

고, 각 분조별로 GMT를 기 으로 변환하여 통일하 다. 

 측  체에 한 정량  평가를 하기 해 각 진

폭과 상의 RMS오차와 정규화된 RMS오차(NRMS)를 

산출하 다. 진폭의 경우 RMS오차는 0.138 m로 나타

났으며, 상의 RMS오차는 20.53 deg로 나타났다. 

그림. 1. 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된 

역격자의 수심별 격자망.

그림. 1. 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된 격자의 각 분조별 

모델치와 측치 진폭 비교.

그림. 1. 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된 격자의 각 분조별 

모델치와 측치 상 비교.

3. 태풍 Prapiroon 모의

태풍 Prapiroon모의를 하기 해 태풍자료를 일본기

상청에서 태풍의 이동경로를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이동경로, 풍속, 기압장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RSMC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Tokyo 

Typhoon Center의 Best track data를 활용하 다.

실제 자연상태의 태풍은 그림. 6과 같이 심부를 기

으로 칭이 아닌 비 칭 형태로 발달되어있으며, 다

수의 태풍모의에 한 연구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박선

 등, 2010)도 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실제 자연상태의 태풍 형태와 가까운 비 칭 기압장 

 바람장을 재 하기 해 ADCIRC 모형을 사용하여 

2000년 12호 태풍인 Prapiroon을 Mattorck and 

Forbes(2008)이 제안한 비 칭 바람장을 이용하여 수치

모의 하 다. Holland, Fujita 식과 같은 칭형의 바람

장을 고려한 경우와  비 칭 바람장을 고려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4는 칭으로 고려된 Holland 

모델의 풍속벡터  기압장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는 비 칭 바람장을 고려한 풍속 벡터  기압장

분포를 잘 재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인

천 검조소의 1시간간격의 실제 조 와 비교되어 시간

에 따른 수 변화를 그림. 7에 도시되었다. 비교 결과 

태풍 Prapiroon이 경기만 일 에 해수면 변화를 일으

키는 시 인 2000년 08월 31일 13시를 기 으로 조시

에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모형에서 조석만 고려하

을 경우 측치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비 칭바람장

과 칭바람장을 고려하 을 경우에는 상 으로 높

게 나타났다. 고조시에는 반 으로 모델치의 수 가 

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으나 그 에서 비 칭 바람장

을 고려한 수 가 가장 근 하게 나타났다. 

그림. 4. 칭형 Holland 모델의 

풍속벡터  기압장분포.



그림. 5. 비 칭 바람장을 고려한 

풍속벡터  기압장분포. 

그림. 6. NOAA에서 제공하는 Best 

track 성 사진.

그림. 7. 인천검조소의 조  측치와 조석, 

칭바람장, 비 칭바람장 등의 각 수  변화 비교.

4. 조석-파랑 모형의 결합

자연상태에서 태풍이 발생하 을 때 바람은 해수면

에 응력을 발생시켜 고 랑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

을 모형에서 재 하기 해서는 ADCIRC모형과 랑

모델 결합이 필요하다. ADCIRC는 유한요소모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해안선이 복잡한 형상을 해상하는데 

있어 매우 합한 모델이며, 최근 비정규 격자 체계를 

용시킨 UnSWAN(Zijlema, M., 2009)이 발표됨에 따

라 ADCIRC모형과 UnSWAN모형을 결합시켜 시뮬

이션 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 인 근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ADCIRC모형 v49.21과 UnSWAN 

v40.72p을 결합시켰다. ADCIRC모형에서는 Water 

levels, currents, wind speeds 등의 정보를 UnSWAN으

로 달하게 되며, UnSWAN모형에서는 Wave-driven 

forces를 계산하여 ADCIRC모형에 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DCIRC모형과 UnSWAN모형의 결

합 하여 태풍 Prapiroon을 모의하 으며, ADCIRC모

형으로 조석만 모의 하 을 때, 조석과 태풍을 모의하

을 때, 조석과 태풍 그리고 랑을 고려하 을 때를 

모의하여 그림. 8과 같이 인천검조소 치에서 수  변

화를 비교하 다. 비교한 결과 2000년 8월 31일 13시를 

기 으로 수  변화를 살펴보면 조석만 고려하 을 경

우에는 측된 조 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조석과 

태풍을 모의하 을 때와 추가로 랑을 고려하 을때

의 수 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  변화가 있지

만 랑을 고려하 을 때 좀더 높은 수  변화가 있었

다.

그림. 8. 인천검조소의 조  측치와 조석, 

조석+태풍, 조석+태풍+ 랑 등이 고려되었을때의  

각 수  변화 비교.

5. 토의 및 결론

황해 역으로는 태풍의 발달과 이동에 한 충분한 

공간  표 이 제한되어 있으며, 서남해안에 향을 미

치는 것이 충분히 표 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태풍의 발원지인 북서태

평양 역까지 확장하여 격자를 생성하 다. 역에서 

조석모의와 함께 황해에 국한된 모델의 결과를 측자

료(IHO, KORDI)와 비교해보면 진폭의 경우 RMS오차

는 0.138 m로 등하게 나타났으며, 상의 RMS오차



는 황해에서 14.80 deg로 나타났고 역에서는 20.58 

deg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태풍 Prapiroon을 칭 바람장과 비 칭 바람장을 

이용하여 모의한 결과에서는 NOAA에서 제공한 성 

사진과 비교해 보면 비 칭 바람장을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실제 조석과 인천 

검조소에서 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조시 실제 조

보다 조  높게 계산 되었지만 추후 연구에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조석- 랑 모형의 결합에서는 ADCIRC모형과 

UnSWAN모형을 결합하 으며, 기 근으로는 만족

스러운 결과로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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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의  조석과  조류의 향을 고려한 태풍 랑 시뮬 이션 (KOMP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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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0년 제 7호 태풍 곤 스(KOMPASU)는  섬 북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발생하여 황해를 지나 우리나

라 서해 연안을 통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할 당

시 강도 “ ”, 크기 “소형” 이었지만, 빠르게 이동하면

서 서산, 보령 등에서 측 이후 순간최 풍속을 기록

한 태풍이다. 이와 같은 태풍 곤 스는 강한 바람에 의

하여 높은 고의 랑을 발생 시켜 연안의 선박  해

상 구조물 등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다.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내습한 강력한 태풍으로는 

1986년 13호 태풍 베라(VERA)와 2000년 12호 태풍 

라피룬(PRAPIROON) 이 있고 이들에 의한 랑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 (KANG et al., 1988). 우리나라 서해

안은 조차가 크고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태풍 랑 모

의 시에도 이를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태풍 곤

스는 서해안에 내습한 태풍이라는 과 바람이 강해 

큰 풍 를 야기 했다는 에서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

동과 조류를 고려한 태풍 랑 모의 연구에 합한 태

풍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 시 랑을 모의하기 해서  

SWAN 모델을 이용하 다. 태풍 랑을 일으키는 기상 

조건은 태풍 라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 하 으며, 

서해안의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과 조류 조건은 3차

원 순환 모델인 MOHID 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이번 학술 발표에서는 의 모델들을 이용하여 몇 가

지 가상의 수치 실험을 통해 태풍 곤 스에서의 태풍 

랑의 특징과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  조류의 고

려 여부가 태풍 랑 추정에 미치는 향에 하여 

측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치 실험 

2.1 사용 모델

  1) SWAN
태풍 랑을 모의하기 하여 SWAN (Simulation 

WAves Nearshore) 모델을 선택하 다. SWAN 모델은 

바람, 해 면  해류 조건으로부터 주로 연안역, 호수 

 하구의 랑 매개변수들을 계산하는데 유용한 3세

 랑 모델이다. 본 연구에는 SWAN Cycle III 

version 40.81을 사용하 다. 

SWAN은 해류의 향을 고려한 wave action 

balance equation에 기 하여 계산하고, 랑의 천수, 

굴  그리고 해류에 의한 변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다. 이 외에도 바람에 의한 의 생성과 간 상호작용

을 재 하며, 백 (white capping), 쇄  그리고 면 

마찰에 의한 의 소멸 등도 재 이 가능하다 (Booij et 

al., 1999).

SWAN은 랑을 2차원 스펙트럼으로 표 하여 계

산하는데,  SWAN에서 고려되는 스펙트럼은 에 지 스

펙트럼    (여기서, 는 각주 수(intrinsic 

angular frequency))이 아니라 작용스펙트럼  

이다. 그 이유는 해류가 존재할 경우 작용은 보존되지

만, 에 지는 보존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해안과 같은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의 

랑 특성을 계산하기에 합하다. 에 지 스펙트럼 

 과 작용스펙트럼(wave action spectrum) 

1 발표자: 해양연구원 / 연구원 / dol76@kordi.re.kr

2 한국해양연구원 / 책임연구원 / jsshim@kordi.re.kr

3 한국해양연구원 / 책임연구원 / kcjun@kordi.re.kr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Domain of SWAN model and the track of 

typhoon KOMPASU  

 의 계는 다음과 같다.

 

 


                (1)
          

   SWAN에서 랑스펙트럼의 발달은 작용평형 방

정식에 의하여 기술되는데, 직교 좌표계에서 지배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2)

 식에서 좌변의 제1항은 작용의 시간 변화량, 제2

항과 제3항은 지리  공간에서의 작용의 , 제4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한 상 주 수의 천이 그리고 

제5항은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 을 나타낸다. 선형  

이론에 의한 랑의 속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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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와 m은 각각 향선(wave ray)과 향선에 

수직인 좌표를 의미한다. 식(2)의 우변은 원천항(source 

and dissipation)을 나타내며 이는 랑의 생성, 소산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한 에 지 달을 포함한다.

                    (4)

여기서,  는 바람에 의한 에 지 유입이고, 는 

면 마찰 는 쇄 에 의한 에 지 소산, 는 랑 간 

상호작용에 의한 에 지 달을 의미한다. 

  2) 모델의 적용 

본 에서는 SWAN 모델을 이용하여 태풍 곤 스 통

과 시 태풍 랑 산출 과정을 나타내었다. SWAN 모델

은 일반 으로 연안에서의 랑을 계산하는데 이용하

기 해 개발된 모델이지만 최근 심해에서도 개발 가능

한 형태로 발 하여 심해에서도 안정 으로 랑을 계

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해에서도 SWAN 모

델을 이용하여 랑을 산출 하 다. 곤 스 통과시 한

국근해의 태풍 랑을 한 격자 역은 Fig 1. 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격자는 2단계 Nesting을 거치는데 큰 

역은 1/12°, 작은 역은 1/60°로 구성하 다. Fig 1. 

에는 모델의 역과 함께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곤

스의 이동 경로도 함께 표시 하 다. 곤 스는 오끼나

와 해상을 거쳐 황해를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경기만으

로  진행하 음을 볼 수 있다. 

 곤 스에 하여 SWAN 모델에서의 기상 조건은 태

풍 라메타 모델인 CE 모델을 이용하 다.  CE 모델은 

1970년   뉴욕 학에서 최 로 개발되었고, 이후 미

공병단 (CE) 지원 하에 Ocean Weather Inc. (OWI)의 

Cardone et al. (1992)에 의해 수정된 모델이다. 이 모델

과 같은 태풍 라메타 모델은 태풍 심의 치, 태풍 

심 기압, 최 풍 반경, 태풍 외부의 기압, 태풍이 없을 

경우 평균 바람장 등의 라메타로 태풍시의 해상풍을 

산출한다. 

이 모델을 이용한 곤 스의 해상풍 자료를 기상청에

서 측한 부이, 등표 자료와 비교 하면서 태풍의 최

풍 반경을 수정하여 측 결과와 가장 근 한 해상풍 

자료를 생산하 다.  Fig 2. 에서는 기상청  해양연구

원의 부이 측 정 에서의 기상 모델 결과와 측 결

과를 비교하고 검증하 다.  



Fig. 2. Comparison of pressure time-series of 

middle simulated by CE  model with observed by 

buoy at yellow sea buoy station, Deokjeok, Chilbal 

and Galmaeyeo 

Fig. 4. Comparis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 

sea level data time series at Wido, Yeosu, 

Daeheuksando and Boryeong 

Fig. 3. Comparis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 sea level data time series at Incheon, 

Anheung, and Boryeong, from December 1st to 

31th, 2008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  조류 조건은 3차원 순환 

모델인 MOHID 를 이용하여 산출 하 다. MOHID 모

델은 수평 으로 직교(cartesian) 는 직교곡선

(orthogonal curvilinear) 격자체계를 사용하며, 수직

으로는 시그마와 직교좌표계를 개별 는 혼합 사용할 

수 있는 GVC(general vertical coordinate) 시스템의 

용이 가능하며, 공간 으로는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고, 시간 으로는 반음해 

ADI (semi-implicit Alternate Direction Implicit)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계산상의 안정성 제약을 최소화 한다.  

한, 이동경계 처리가 가능하여 조간 가 넓게 분포한 

우리나라의 지형에 필수 인 조간  처리가 가능한 모

델이다. Fig. 3에서는 2008년 3월 1개월 동안 인천, 안흥, 

보령, 평택에서의 조  자료와 비교하여 모델 용성을 

검토하 다.  

3. 결 과

해일에 한 조석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2010년 8

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의 해수면 변동과 태풍에 

의한 해일을 모의 하 다.  Fig 4는 국립해양조사원 정

인 흑산도, 보령, 고흥, 마산, 여수 그리고 여수에서 오

직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 태풍에 의한 해일를포함한 

해수면 변동을 측 결과와 비교하 다. 곤 스는 정 에 

따라 약 30 ~ 50 cm 의 해일고 를 나타내었고, 해일은 

부분의 정 에서 간조 내지는 창조 기간에 발생하 다. 

곤 스 시의 태풍 랑 한 같은 기간 동안 모의하

고, Fig 5는 황해 부 부이, 덕 도, 칠발도, 거문도, 

이어도 그리고 마라도에 하여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

동   조류 향 고려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한국해양연구원  기상청의 부이 측결과와 비교하

다. 곤 스 통과 시 랑은 이어도, 마라도 등의 남쪽 

정 에서는 8~9 m의 고가 측 되었고, 칠발도에서

는 6 m, 그리고 황해 부 부이와 덕 도에서는 약 3m 

의 고가 측되었다. 조석  조류의 향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 을 때는 고려하

을 때 측결과에 더 근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뚜렷

하지는 않다. 



4. 토 의

본 연구에서는 태풍 곤 스에 하여 폭풍해일, 태풍 

랑 추산하 고,  조석에 의한 해수면 변동과 조류를 

고려한 태풍 랑 모의에 하여 부이 측 결과와 비

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이 측은 연안 보

다는 외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석  조류의 향이 크

기 않았다. 이번 학술 회에서는 연안에서의 랑에 

을 맞추어 연안에서의  조석  조류를 고려한 태

풍 랑 모의에 하여 해양연구원의 연안의 랑 측

정 의 측 결과와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Fig. 5. Comparison between modeled and observed 

typhoon waves time series at the middle of yellow sea 

buoy station, Deokjeok, Chilbal, Geomoon, ieo and Mara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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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에 대한 지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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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앞바다에 규모 9.0

의 강진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와 같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

진관측을 통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지진 응답 계측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

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항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인천항에 지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천항에 구축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구축된 구조물 관측소와 인천

항 갑문에 구축된 자유장 관측소로 나눌 수 있다. 지
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시스템 위치 선정 

및 노이즈테스트를 통하여  최적의 위치에 지진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요

구하는 성능을 만족함과 동시에 국외 및 국내에 구축

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장비 중 최근 국내 

지진사업 동향과 장비 가격을 감안하여 지진기록계 

및 센서를 선정하였다.
 인천항의 자유장 관측소는 중요도가 높으면서 기

반암위에  구축할 수 있는 인천항 갑문이며, 전원은 

인천항 갑문의 내부전원을 사용하고 통신은 ADSL과 

VPN을 사용하고 있다. 지진기록계는 지하 갤러리 입

구에 설치하여 전원 및 통신과 GPS연결에 문제가 없

도록 하였으며, 센서는 갤러리 중앙에 설치하였다. 갤
러리는 기반암위에 구축되어 있어 갤러리 위에 구축

한 센서는 기반암위에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항의 구조물 관측소 위치는 인천항의 구조물 

중 중요도가 높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제1국제여객

터미널이며, 전원은 제1국제여객터미널내에 전원용

계량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통신은 ADSL
과 VPN을 사용하고 있다. 지진기록계 및 센서의 세부

적인 위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지하발전소로서 

건물의 기초응답을 측정하고 있다. 노이즈테스트 결

과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을 운영하기에도 적합하였

다.

2. 지진응답계측기 성능테스트

그림 1. 터널형 관측소에 구축된 지진기록계

그림 2. 터널형 관측소에 구축된 센서

인천항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성능 테스

트를 위하여 인천항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를  

그림1,2와 같이 터널형 관측소에 설치하였다. 지

1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ㆍ에너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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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응답 계측기가 설치된 장소는 지반진동에 의한 

잡음이 거의 없는 장소로서 지진기록계와 지진가

속도계의 내부 잡음수준을 측정하는 동적범위

(Dynamic Range, dB)측정에 적합한 장소이다.(그

림 3,4) 또한 이벤트 발생 시 지진기록계와 연결

된 GPS 시간 정확도 측정도 가능하다.(그림 5,6)

그림 3. 인천항 갑문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dB 결과

그림 4.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dB 결과

인천항에 구축될 지진응답계측기의 dB측정 결

과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요구하는 120dB이상으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

측기의 성능 테스트 결과 E/W 성분은 132.7142 

dB이고, N/S 성분은 132.8291이며, U/D 성분은 

132.3151로 계산되었고, 인천항 갑문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성능 테스트 결과 E/W 성분은 

131.3650 dB이고, N/S 성분은 132.1503이며, U/D 

성분은 131.1667로 계산되었다. 

그림 5. 인천항 제1여객터미널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시각 정확도 측정 결과

그림 6. 인천항 갑문에 구축될 지진응답 계측기의 

시각 정확도 측정 결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구축될 기록계의 시

각 정확도 측정 결과 0.0006초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는 GPS 동기화 시각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값이

다. 인천항 갑문에 구축될 기록계의 시각 정확도 측

정 결과 0.0026초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 값 역시 

GPS 동기화 시각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값이다.

3. 시스템 위치 선정 및 노이즈테스트

인천항의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설

치 예정 지점에 임시적으로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인천항 제1

국제여객터미널과 갑문의 노이즈 테스트를 위하여 

2010년 6월 15일 센서 설치 후부터 6월 17일까지 약 

3일 동안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임시로 운영하였

다. 일반적으로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할 경우 센서

를 지반과 고정시키지 않으나 이번 테스트에서는 센



서에 앙카 볼트를 설치하여 지반과 고정하였다.

그림 7.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데이터

(2010.06.16 06:30-07:00)

 

평상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노이즈테스트

를 수행한 결과 0.2gal 아래의 값들이 관측되어 기

본적인 노이즈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성분별로는 

N/S,E/W의 값들이 0.1gal 아래의 값들이 관측되었

고, U/D성분의 경우는 0.2gal정도의 값들이 관측되

었다. 이는 수평성분의 노이즈보다 수직성분의 노이

즈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인천항 갑문의 데이터

(2010.06.16 15:00-15:30)

평상시 인천항 갑문의 노이즈 테스트를 수행한 결

과 0.01gal 아래의 값들이 관측되어 기본적인 노이

즈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갑문이 작동 할 때는 약 

0.6gal 정도의 값들이 관측되었다. 갑문이 작동 할 

때와 같은 시기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소지진

의 관측이 어려우나 강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갑문이 작동하는 시간은 약25

분 정도이며 갑문이 처음 작동 할 때와 마지막 작동 

할 때의 진동이 크게 나타난다.

노이즈테스트 결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의 지하 발전소와 인천항 갑문의 터널에 지진응

답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지진응답계측 시스템 구축

인천항 갑문에 자유장 지진응답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진계 센서는 갑문 지하통로의 중간 

위치에 바닷물에 대한 방수 및 방습 처리를 수행

하여 구축하였고, 기록계는 지하통로로 내려가는 

계단 옆의 벽면에 구축하였으며 센서에서 기록계

까지의 거리는 약 100m 정도이다. GPS Antenna는 

1차년도에 설계하였던 위치(출입문)에서 건물 벽

면으로 변경하였다. 전원은 갑문 내 내부전원을 

확보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통신은 VPN을 활용하여 한국통신 ADSL을 통해 한

국해양연구원으로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다만 

ADSL을 구축함으로서 매월 비용이 소요되지만 전

용 회선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이다.

그림 9. 인천항 갑문 전경

그림 10.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고 건축 면적도 가장 넓으면서 구축 환경이 가

장 양호하였다. 지진계 센서는 지하 2층 기초부



그림 11. 지진감시시스템 서버

인 전력통제실 옆에 구축하였고, 기록계는 1차년

도 설계 위치(지상 1층 방재실)에서 지하 2층 기

초부(센서 위치 옆)으로 변경하였다. GPS 

Antenna의 위치는 지상층 통제구역 내에 구축하

였다. 전원은 지하 1층 계량기 설치 후 작업하였

으며, 별도의 전력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통신

은 갑문과 마찬가지로 VPN 활용하여 한국통신 

ADSL을 통해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자료를 전송하

고 있다.

5. 시스템 운용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갑문에 구

축된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의 지진자료는 APN 및 

ADSL을 통하여 한국해양연구원 서버로 전송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원격으로 인천항 제

1국제여객터미널 및 갑문의 지진응답계측시스템

에 접속하여 시스템 상태확인 및 자료 다운로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2-3개월 주기로 현

장을 방문하여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의 상태 및 상

황을 점검하여 24시간 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6. 결     론

국내 항만 중 우선적으로 인천항에 지진응답계

측시스템을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갑문에 

구축하였다. 성능 테스트 및 노이즈테스트 결과 

구축된 지진응답계측시스템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한국해

양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지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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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항만에 한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 용

Application of an Earthquake Alarm Software System for a Model Port

선창국1, 정병선2, 이재성3, 임인섭4

 Chang-Guk Sun1, Byung-Sun Jung2, Jae-Sung Lee3 and In-Seob Lim4

1. 서  론

 사회의 속한 변화 환경 하에서, 고  의미의 

인  소규모 교역의 틀에서 벗어나 인  지역 뿐만 아니

라 세계화에 따라 양 건 의 원거리 지역과의 규모 

교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규모 교역의 부분

은 항만을 통한 해양 운송이 그 역을 담당함에 따라 항

만 시설물은 국가 산업의 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성에 부합하는 조치로서, 해외에서는 항만 

시설물들을 상으로 자연재해 비 방안들을 철 히 수

립하여 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

한 방안들을 도입 용하고 있다(선창국 등, 2010b).

특히, 올 해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 지진(규모 

9.0)과 같은 시공간  불확실 재해 요인인 지진이 발생

하게 되면, 항만 시설물에서 큰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

(Na et al., 2008). 이와 같은 요성과 지진 취약성을 고

려하여 강진 지역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

에서도 항만 시설물들에 한 내진 성능 확보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항만에 한 체계  지

진 계측  이에 따른 지진 응 복구 목 의 실질  방

안 수립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Chen et al., 2001). 국

내에서도 지난 세기 후반부터 내진 설계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래된 항만 시설물에 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  보강이 실시되고 있으나, 내진 개념의 설

계  평가 보강은 실제 국내 항만 시설이나 부지에서

의 지진 계측 자료에 근거하지 못하고 해외의 경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자료 확보는 

물론 이차 인 지진 피해 최소화를 한 극  지진 

응 방안 시스템 개발 구축이 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다(Eskijian, 2006; Erdi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국가  성장 거 인 항만 시설에 하여 지진 발

생에 따른 신속 응과 생 피해의 체계  감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향후 주요 항만들에 한 확  용

을 하여 우선 시범 항만에 한 지진 가속도 계측 자

료 토 의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용 구축하 다.

2. 항만 지진통합 경보대응 시스템 구성

주요 기간 시설물인 항만에 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

진 응 방안 수립 용이 필요하다. 각 항만별 개별 지

진경보 시스템의 합리  개발 구 과 이들의 앙 통합 

 주요 국가 기 이나 외부 지진 측 기 들과의 유

동  자료 연동을 통한 종합  응 소 트웨어 시스템

으로의 구 을 도모해야 한다. 즉, 항만별 지진경보 시

스템은 체계화된 통합  국가  네트워크 연계 기반의 

지진 응 시스템의 기본  요소 임으로 고려하여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선창국 등, 2010a; 2010b).

항만과 같은 해안 시설 역에서의 지진 응 시스템

은 일반 으로 기  부지나 시설물에서의 가속도 계측 

자료를 토 로 지진 가속도 수 에 따른 경보 응  

정량  정보 제공을 목 으로 개발된다(선창국 등, 

2010a). 그러므로 시설물이나 부지에서의 실제 지진 하

의 크기를 상시 확인하기 한 가속도 계측에 한 

방안이 확립되어야만 지진 응을 한 경보 시스템의 

개발이 유기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진 가속도 계

측은 가속도 센서에서 계측된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장하고 통신 장비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특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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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chitecture of Comprehensive Earthquake 
Alarm Response System for Ports

Fig. 2. Data Flow within Comprehensive 
Earthquake Alarm Response System for Ports

의 모니터링 컴퓨터  통합 서버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가속도 계측 자료를 단순 확인하거나 장하기 한 

수단으로 범용 컴퓨터가 이용되고 항만 시설물에 해

서 궁극 으로 구 하고자 하는 포  지진 응 시스

템은 국내 다양한 상 항만 체에 한 종합화  기

 자료의 공유 활용을 고려하는 통합 구성이다. 각 항

만별 지진경보 시스템을 기본 요소로 하는 지진 응 시

스템의 체 구성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체 

구성을 한 근본 요소로서의 지진경보 시스템을 개발

하고 이를 시범 항만에 합하도록 개선 구 하 으며, 

향후 종합  방안으로서의 응 시스템을 확  개발하

여 구축할 정이다.

항만 용의 포  지진 응 시스템 내에서 개별 지

진경보 시스템은 계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해

당 항만 범 의 지역  지진감시를 담당한다. 한, 이

벤트(event) 발생 시 상황과 정보를 담당자가 즉시 인지

하도록 표출함으로써 지진발생에 따른 신속 응을 유

도한다. 앙 통합 시스템은 상 항만들의 자료 수신 

통합이나 외부 자료 공유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 측과 

같은 추가  평가 시스템으로의 안정  자료 제공 기능

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종합  문가 견지의 기

능을 고려하고 최근 개발 운용되고 있는 국내 시설물 

지진 응 시스템들(선창국 등, 2009)을 분석하여 구

성한 항만 지진 가속도 계측 자료의 차  흐름에 

한 개념은 Fig.2와 같으며, 이를 근간으로 시스템의 

체 구성을 재 진행하고 있다.

3. 시범 항만 지진경보 시스템 설계

항만 지진경보 시스템은 용 상 항만에 설치된 지

진계측기로부터 가속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모니터링 한다. 지진계측 하드웨어 시스템으로부터 수

신된 계측자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리 기 (한국해양연구원)에 설치된 앙 통합 시스템

으로 계한다. 수신된 모든 자료는 장되므로 사용자

는 언제든지 다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에 

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지진계측 하드웨어 시스템은 많은 종류의 자료를 

송한다. 자료 종류에는 지진 형 원시자료, 지반(지진)

운동 특성 자료, 측소 상태정보 자료 등이 있다. 이 

, 실시간 지진감시에는 압축 없이 빠르게 매  송

되는 지반운동 특성 자료를 사용하므로 체 자료에서 

이들 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추출된 지반특성 자료 

 특히 최 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미리 설정된 값보다 큰 

값이 수신되면 이를 이벤트로 간주한다. 이벤트가 감지

되면 즉각 으로 경보를 하여 담당자가 인지하도록 하

고 한 응에 필요한 이벤트 정보를 제공한다. 이

벤트 감지시각 후 일정시간 의 자료를 추출해 별도

로 보 하고, 이벤트 상황을 악할 수 있는 보고서 등

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사용자가 항만 시설  주변의 지반 운동을 실시간으

로 쉽게 악할 있도록 직 인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지향하고, 모든 사용자 소 트웨어 로그

램은 최소한의 조작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편의 도모 

형식의 로그램으로 구 한다. Fig. 3은 항만별 지진경

보 응을 한 기본  악 요소인 자료의 흐름이다. 

이러한 체계  자료 흐름 설계를 토 로 기능  완성도

가 높은 개별 항만 상의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

을 개발하 다.



Fig. 3. Data Flow within Earthquake Alarm 
System for Port

Fig. 4. A Full Screen of Main Functions under 
Normal Conditions at the Model Port, Incheon

4. 시범 항만 지진경보 시스템 개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  시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과의 연계 거 이자 수도권에 치한 인천항을 시

범 상으로 선정하 다. 시설물 역에 한 지진경보 

시스템은 주로 상 역 내 표 지반으로서의 토사나 

암반 자유장 부지에서 계측한 가속도를 토  자료로 이

용하게 되므로, 지반지진공학 측면의 역 표 부지 

선정 과정이 매우 요하다. 가속도 계측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넓은 인천항 역 내 표 치 2 곳에 해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여건 조사를 토 로 최종

으로 토사 부지로서의 여객터미 과 암반 부지로서

의 갑문을 계측 치로 선정하여 가속도 계측 하드웨어

를 설치 구축하 다. 시범 인천항의 경우 두 부지의 직

선 거리는 약 1.5 km 이다.

지진경보 시스템은 기본 으로 상 시설물 역  

주변 지반 는 시설구조물에서의 지진 가속도 계측 자

료를 토 로 운 자에게 의사결정을 한 정보를 제공

하는 소 트웨어 기반 시스템의 총체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진행되는 지진 의사결정 체계는 지진 환경을 고

려한 지역과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그 수 을 이원 으

로 결정해 놓는데, 시설물에 한 수 은 최 가속도

(peak acceleration)로 표 되고 부지에서의 계측인 경

우 최 지반가속도(PGA)로 표 된다. 본 연구 상인 

항만 시설물의 경우 잠정 으로 정해 놓은 두 단계의 

임계 수 에 해 각각 시설 검과 시설 운  지의 

이원  운 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임계 수

은 향후 지진 발생 자료 토 로 보완되거나 추가 연구

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황의 보고 

 재 을 한 지원 기능과 더불어 차후 변화될 수도 

있는 임계값의 시기  변화 고려가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안정  운 과 사용자의 정

보 근 활용 편이성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Linux 운 체제 환경의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 시범 인천항에 해 용 구축하 다. 

소 트웨어 작동  운 은 일반 인 개인용 컴퓨터

(PC)로 가능하나 개 서버(server) 기능 PC나 안정  

기능 확보를 한 산업용 보드 탑재 PC가 이용된다. 

한, 장 근무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상시 의주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  상황을 반 하여, 모니터에서의 

가시  정보 구  이외에 청각  시각  경보 지원 매

체로서의 경보기를 채택 용하 다. 채택한 경보기는 

3 단계의 경 과 한 종류의 경보음 구 이 가능하다. 실

제 지진과 같은 이벤트 상황에서의 임계 수   낮은 

수 과 높은 수 에 한 경 은 다른 색으로 표 되어 

근무자에게 경보음과 함께 달된다.

가속도 계측 자료는 일반 으로 지진경보 소 트웨

어 시스템까지 시설 역 내부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연결된다. 개발 구축한 이 지진경보 시스템은 지진 이

벤트 발생 시 각 모듈별로 상시와는 구분될 수 있는 차

별  가시화 진행  자료 장이 이루어진다. 즉, 지진 

상황에 한 주요 자료 장은 계측 되는 최  가속도

(본 연구에서는 최 지반가속도인 PGA)가 정해진 임

계 수  이상으로 정의되는 이벤트에 해서 발생 시

의 후 충분한 시간 의 이력 자료로 장되어 재가공 

 검토 과정에 이용될 수 있다. Fig. 4는 이 연구의 개발 

상 인천항에 한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 화면

으로서, 표 인 가시화 기능으로서의 자료 수신 모듈

의 GUI 를 살펴볼 수 있다.

활용 의사 결정 지표인 PGA의 크기는 왼쪽 패 과 

오른쪽 패 에서 동시에 다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데, 각각 성 상 기반 원(circle)의 크기와 독립  계

측 막 (bar)의 높이 변화를 통해 직 으로 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GA 수 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



Fig. 5. A Full Screen of Main Functions during 
an Event at the Model Port, Incheon

출하여 사용자에 한 효율  가시성을 확보하 다. 

시 으로 제시된 Fig. 4의 구성 외에도 자료 수신 모듈 

내에서의 상시 PGA 자료 조회나 지진동 모니터링 모듈

에 의해 자동 장된 이벤트 자료 조회도 사용자 지원 

유용성이 확보된 주요 기능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소개한 지진경보 시스템은 국내 항만들의 확  용은 

물론 다양한 시설 역들에 해서도 의사결정 가속도 

임계수  조정을 통해 직  활용이 가능하다.

개발 용한 인천항 지진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의 

정상  성능 확인을 하여 임계 수  이상의 PGA 값

이 계측된 조건의 이벤트 상황에서의 자료 수신 모듈 

표출을 시 으로 Fig. 5에 제시하 다. 이벤트 상황에

서는 각 계측 치별 이벤트 발생 이후 재 상황까지

의 PGA 최댓값을 우측 패 의 추가 표출 막 (bar)를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표출 기능은 

지진 발생 자료와 같이 시간에 따라 정보가 변화하는 

조건에서의 공학  표 지표의 직  인지를 한 차

별  효율화 방안으로 합하다.

5. 결  론

주요 국가 시설물인 항만에 한 차별  지진 응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지진 가속도 계측 기반의 지진경

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인천항에 해 용하 다. 

넓은 인천항 역의 표  암반  토사 부지의 2 개소

에 해 지진 가속도 계측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진

경보 소 트웨어 시스템은 최 지반가속도를 모니터

링 지표로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자료 수신, 자

료 장, 상시  이벤트 자료 조회 등의 다양한 기능 모

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임계 이벤트 수 에 한 

지진경보의 청각  시각  지원 매체로서의 경보기를 

채택 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범 인천항에 

한 지진경보 시스템은 향후 국내 여러 항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물들에 한 지진경보 시스템으로 

개선 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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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암반노두가속도와 지표면 최대가속도의 관계

항만지역의 지반증폭 특성을 반 한 실시간 지진피해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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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도네시아(Indonesia), 아이티(Haiti), 그리고 

동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 규모가 크고 진앙지

가 연안 해안에 치하고 있어 발생 지진에 의한 건물

의 붕괴, 지진 해일 등의 직간 인 규모 피해가 발

생하 다. 국내에서도 계기지진 측을 시작한 이후에 

비교  강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분 

해안 지역을 심으로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측되었

다. 2004년 5월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에서  발생

한 규모 5.2의 규모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을 측한 이후 한반도 남한에서 일어난 지진  

가장 큰 지진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의 지진 방재에 한 비가 더욱 실하게 요구되

고 있다.

항만은 다양한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구성된 사회기

간시설물로서 수․출입 물류의 추 인 역할을 담당

하며 우리나라 해안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지반특성과 구조물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계측  피해 측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진에 한 한 

응방안의 수립이 매우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 발생 시 국내 항만지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 로 발생 

가능한 지진피해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항만지역의 암반에 설치된 지진계측

기로부터 발생 지진의 암반가속도를 계측한다. 이 때 

지진 는 상부 토층을 통과하면서 상 부지 지반조건

에 따른 지반증폭 상의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지반증폭 특성을 고려한 지표면 최 가속도

를 실시간으로 결정하여 항만지역 구조물의 지진피해

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 다.  즉, 상 지반의 

시추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증폭 상 계를 수립하 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로부터 향후 

발생하여 계측된 암반 노두 지진 를 시스템에 용함

으로써 항만구조물의 설계 지진하 과 련되는 지표

면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2. 항만지역 지진피해 평가 방안

항만지역에 지진 발생 시 Fig 1과 같이 지진 가 토

층을 통과하면서 지반증폭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증

폭특성을 고려하여 상부구조물의 지진피해 정도를 결

정하기 해 먼  암반노두에 설치된 지진계측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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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인천항 지역 지반조사 지점 분포

Fig 2. 지반증폭 특성을 반영한 지진피해 평가 방안

해 암반노두가속도를 측하게 된다. 자유장 조건에서

의 본 지진계측은 미래의 지진에 해 해당되는 부지의 

표 지진거동을 측하고, 지진의 특성 즉, 지진규모, 

감지진동 지속시간, 국부 인 지질학상의 향과 지반

상태, 감쇠법칙과 달계수와 같은 특성을 밝힌다. 

이 게 계측된 암반노두가속도를 토 로 상 항만지

역의 지반의 증폭특성이 고려된 지표면에서의 최 가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지진발생 시 실시간으로 지진동

에 한 지반증폭을 평가하기 해 암반가속도와 지표

면 최 가속도의 상 계 결정이 필요하다.

지반증폭 특성을 반 한 지진피해 평가 방안은 Fig.2

와 같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항만지역 시추공별 지

반조건과 지진계측기로부터 측정된 각 암반노두 가속

도를 입력받아 지진응답해석을 실시한다. 지진응답이

란 지진의 진원에서 시작된 지진동이 암반층과 토층을 

통과해서 지표면에 도달된 탄성 의 동을 말하는 것

이며, 다양한 지층을 통과하여 지표면까지 되는 탄

성 의 특성을 모델링하여 지진응답을 구하는 해

석을 지진응답해석이라고 한다. 해석결과 출력정보로

서 입력된 상 항만지역의 시추공별 암반노두가속도

와 분석된 지표면 최 가속도의 상 계식을 결정한

다. 이후 시추공별 상 계식을 토 로 상 항만지역

별, 는 지반조건별 표 상 계식을 도출하여 DB

화 한다.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 상에서 지진 발생 시 지

진계측기로부터 지진 의 암반노두가속도를 입력받아 

DB에 장된 상 계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발생 

가능한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한다. 최종 으로 결

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는 상부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함수에 입력되어 항만구조물의 지진피해등  결정에 

반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동화된 지진피해 평

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축하

다.   

3. 인천항 지역 지반응답해석

3.1 입력 자료의 선정
제안된 지반증폭 특성을 반 한 지진피해 평가 방안

을 인천항에 용하 다. 상지역은 Fig 3과 같이 인천

항을 A, B 구역으로 분류하여 총 17개의 지반조사 자료

를 이용하 다. 인천항 지역의 지반조건을 바탕으로 각 

구역을 내진설계기 연구(II)의 방법으로 분류하 을 

경우, 12공의 지반조사 지 이 있는 A구역은 SD, 5공의 

지반조사 지 이 분포한 B구역은 SC 지반으로 분류되

었다. 

항만구조물 지진응답해석을 한 입력 암반가속도

는 재 주기에 따라 50~1000년 주기의 암반가속도를 

입력하 다(Table 1). 한 입력지진 를 선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주 수 성분을 가지는 지진 를 선정하는

데 주안 을 두었다. 이를 해 단주기 특성을 보이는 

암반계측 지진 (Hachinohe)와 장주기 특성을 보이는 

토층계측 지진 (Ofunato)를 선정하 다. 이와 함께 단



Table 2. 지진파의 제원
Earthquake

Magnit

ude

Recorde 

Date

Recorded 

Location

Site 

Category

Hachinohe 7.9 05/16/68
Tokachioki, 

Japan
SB

Ofunato 7.4 12/06/78
Miyagikeno

ki, Japan
SC

인공지진 SB

 Table 1. 재현주기별 암반가속도
재 주기(년) 50 100 200 500 1000

암반가속도(g) 0.04 0.06 0.08 0.11 0.15

Fig 4. 1번 시추조사의 상관관계 

주기, 장주기 특성을 모두 보이는 인공지진 를 이용하

다(Table 2).

본 해석에서는 1차원 지진응답해석에 리 쓰이는 

등가선형해석 로그램인 ProShake를 이용하 다. 해

석에 필요한 지반의 동  물성치인 변형률에 따른 단

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은 장 지반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실내설험을 하 을 경우 실험값을 직  

이용하 고, 실험값이 없을 경우 문헌의 자료를 이용하

여 결정하 다. 

3.2 지진응답해석 결과
지진응답해석 결과 입력지진 (3개) 별로 암반가속

도(5개)를 입력받아 시추공별 총 15개의 지표면 최 가

속도를 산정하 다. Fig 4와 같이 시추공별로 단주기, 

장주기, 인공지진에 따른 암반가속도와 지표면 최 가

속도의 상 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시추공별로 지진

형에 따라 그래  상 체 으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

고, 상 계 결정 시 형에 따른 향은 없는 것으

로 단하 다. 이에 따라 형을 고려하지 않고 인천

항 지역의 시추공별 15개의 암반가속도와 지표면 최

가속도 간의 계를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Table 3과 같

이 상 계식으로 결정하 다. 각 계식의 결정계수

(R2)는 평균 91%로 비교  높은 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제시된 본 상 계식은 시추공별 지반조

건에 따라 입력지진에 한 지반의 동  물성치의 향

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지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추공별 상 계식을 결정하

기 때문에 Fig 2의 평가 방안에 따라 체 인천항 지

역에 한 표 상 계식이나, 인천항의 지반조건에 

따른 상 계식의 결정은 어렵다. 향후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 상에서 항만지역에 공간분포 상 다수의 지반조

사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항만지역별, 지반조건별 상

계식을 제안 가능하며 지진 발생 시 암반가속도를 입

력하여 실시간으로 상 항만의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4. 인천항 지역 지진피해 평가 방안

항만지역은 원지반이 상 으로 두꺼운 연약지반

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항만구조물 시공을 해 설 매

립된 해성 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반증폭 상이 

하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시 지진 의 증폭에 따라 

지표면 최 가속도가 커지므로, 심각한 지진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 지반조건과 지진  특성을 반

하여 구축한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에 2007년 1월 강

원도 평창군 오 산 일 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용하 다(Table 3). 이를 해 먼  오 산 지진이 실

제 측된 오 산 인근 령 측소와 분석 상항만

인 인천 측소에서 계측된 암반가속도를 지진피해 시

스템 상의 상 계에 한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그 

결과 측소에 따라 시추공별 상  지표면 가속도를 결

정하 다. 이와 함께 오 산 지진 가속도 형 자료와 

인천항 지역 시추공별 지반조건을 이용하여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응답 지표면 가속도를 산정하 다. 

Table 3에서 측소에 따른 시추공별 상  지표면 가속

도와 응답 지표면 가속도의 오차를 결정하 다. 그 결

과 입력된 측 암반가속도가 큰 령 측소의 경우 

평균 2.09%의 오차를, 암반가속도가 작은 인천 측소

의 경우 8.55%의 오차를 보 다. 오 산 지진이 계측된 

측소별로 암반가속도의 크기에 따라 상 성의 차이

는 있었으나, 지진 발생 시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에서 

결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는 실제 응답해석된 지표면 



Table 3. 인천항지역 시추공별 암반가속도와 지표면 최대가속도의 상관관계식 및 오대산 지진 적용 결과 

지

역

시추

조사 

암반 가속도(x)와

지표면 최 가속도

(y)의 상 계식

R2

오 산 지진

령 측(암반가속도:0.186g) 인천 측(암반가속도:0.001g)

상  

지표면  

가속도

(g)

응답 

지표면 

가속도

(g)

오차

(%)

상  

지표면  

가속도

(g)

응답 

지표면 

가속도

(g)

오차

(%)

A

1 y=-0.9933x
2+1.6154x 0.93 0.2656 0.2629 1.02 0.0015 0.0014 9.10

2 y=0.5795x
0.6495 0.86 0.1941 0.1905  1.85 0.0063 0.0059  6.76

3 y=-4.5266x
2+3.0315x 0.89 0.4067 0.4029  0.94 0.0029 0.0026  9.97

4 y=0.4262x0.6757 0.78 0.1366 0.1345  1.53 0.0039 0.0042  8.28

5 y=0.7947x
0.7706 0.94 0.2171 0.2189  0.84 0.0037 0.0032  14.39

6 y=1.3663x
0.903 0.86 0.2986 0.2939  1.58 0.0026 0.0025  2.31

7 y=-3.9557x
2+2.276x 0.95 0.2862 0.2872  0.36 0.0022 0.0021  3.12

8 y=-0.5174x
2+1.7305x 0.87 0.3034 0.3050  0.53 0.0017 0.0014  15.17

9 y=-2.372x
2+2.0655x 0.94 0.3017 0.3022  0.18 0.0020 0.0021  6.69

10 y=-2.3575x2+1.9066x 0.97 0.2727 0.2755  1.04 0.0018 0.0018  0.92

11 y=1.209x
0.9093 0.98 0.2614 0.2653  1.48 0.0022 0.0021  3.11

12 y=-4.1189x
2+2.0629x 0.93 0.2410 0.2452  1.74 0.0020 0.0022  12.00

B

13 y=1.3157x
0.9784 0.93 0.2533 0.2549  0.65 0.0015 0.0014  4.02

14 y=1.0448x
0.8749 0.95 0.2394 0.2420  1.08 0.0024 0.0028  17.68

15 y=-3.6409x
2+1.9678x 0.96 0.2398 0.2402  0.16 0.0019 0.0021  12.06

16 y=-1.1072x
2+1.6133x 0.90 0.2613 0.2629  0.61 0.0015 0.0016  4.03

17 y=-2.0215x
2+1.742x 0.92 0.2537 0.2531  0.23 0.0017 0.0014  15.66

최 가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본 

시스템을 통해 향후 지진발생 시 지진계측기로부터 암

반가속도를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지반증폭 특성이 고

려된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결정

된 지표면 최 가속도를 토 로 상부구조물의 지진취

약도 함수를 이용하여 항만구조물의 지진피해 등 을 

결정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만지역의 지반조건과 계측된 암반

노두가속도를 이용하여 지반증폭 특성이 반 된 지진

피해 평가 방안을 구축하 다. 먼  입력 자료를 토

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상 항만지역의 암반가

속도와 지표면 최 가속도의 상 계식을 결정한다. 

결정된 상 항만의 상 계식은 지진피해 평가 시스

템 상에 DB화되고, 지진발생 시 계측된 암반가속도를 

입력받아 실시간으로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항 지역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피

해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후 시스템에 오 산 

지진 발생 시 측소로부터 계측된 암반가속도를 입력

하여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하 다. 결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와 응답해석한 지표면 최 가속도는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구축된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을 통해 향후 지진발생 시 계측된 암반가속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표면 최 가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결정된 지표면 최 가속도를 토 로 상부구조물

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이용하여 항만구조물의 지진피

해 등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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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블록 재사용성 평가를 한 로세스 연구

Process Study for Reuse Evaluation of Wave Dissipation Block

한상훈1, 이진학2, 박우선3

 SangHun Han1, JinHak Yi2 and WooSun Park3

1. 서 론

사회간 자본 시설확보율이 수요를 거의 충족함에 

따라 새로운 시설의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

수와 리모델링에 한 비 이 높아지고 있다. 해운항만

부분도 다르지 않아 2009년을 기 으로 해운항만부문

의 재정투자 액이 어들고 있다. 반면에, 체 산 

에서 유지 리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은 늘어나 재 

항만분야에서는 체 산이 8-10%가 유지 리 산

이다. 선진국의 유지 리 산은 한국보다 그 비 이 

더욱 커서 이탈리아는 체 사회간 자본 산의 57%

가 유지 리 산이고 유럽 체의 평균도 31%이상이

다(권오 , 2002). 건설의 시 에서 리모델링과 유지보

수의 시 로 환됨에 따라 이에 련된 연구의 요성

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항만을 리모델링하면서 제거되는 모든 구조물

을 폐기처분하면 많은 부산물이 발생되지만, 이를 재사

용한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산도 감하는 일석이조

의 효과를 릴 수 있다. 항만시설물 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표 인 구조물이 소 블록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소 블록을 재사용하기 한 로세스를 개

발하고 이를 장에 용하고자 하 다. 

2.소파블록 재사용성 평가 프로세스

2.1 평가순서
소 블록의 재사용을 해서는 블록상태가 건 하

여야 하고, 새로이 사용되는 장소에 필요한 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 운반비, 해체  설치비, 상태평가 

비용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재사용시의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 블록의 재사용은 기존의 안 진

단 세부지침의 업무흐름과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제반 여건에 따라 합한 과정을 선정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제반여건에 따른 재사용 평가를 3가지로 나

었다. 

첫째, 간이평가로서 외 상태평가와 비 괴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 둘째, 외 상태평가와 무게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 셋째, 외 상태평가, 무게평가, 비

괴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를 

들어, 소 블록의 재료  건 성 하가 하게 상

될 경우에는 외 상태평가와 비 괴검사 조합 는 2

가지조합에 무게평가를 추가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

다. 재료 건 성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외 상

태평가와 무게평가만을 수행하여 기 에 합격한 소

블록을 장에서 즉시 재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으로는 

외 상태평가, 무게평가, 비 괴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검사과정에 익숙한 평가원들은 장의 공

기에 향을 주지 않으며 이러한 검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가지 순서도 에서 가장 합한 재사용성 평

가 과정을 장의 상황에 따라 평가자가 선정할 수 있

다. 

2.2 현장점검
장 검은 크게, 외 상태평가, 비 괴 검사, 무게

검사로 나  수 있다.

외 상태평가은 손, 균열, 침식에 한 조사이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재사용 기 을 산정할 수 있지

만, 일반 인 구조물 안 진단 기 을 고려한다면, 외

상태평가를 바탕으로한 평가기 의 모든 항목이 

간이상인 블록으로 재사용 상을 한정할 수 있다. 

  한, 비 괴 검사법에 의해서 강도는 기존의 여러 

모델식들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이 게 계산된 강도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책임연구원/shhan@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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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cess I

(b) Process II
Fig. 1 Reuse process for  Wave 

Dissipation Block

는 재사용 장소에 한 기존 소 블럭 강도기 을 만족

시켜야 한다. 그 지 못할 경우에는 강도기 의 재검토

를 통해 합리 인 단이 필요하다. 일반 인 정 안

진단에서 요구하는 최소 정기 강도는 설계기 강도

의 85%이다. 설계기 강도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 블록

은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러한 블록을 사용하기 

해서는 정 검을 실시하는 것이 당하다. 즉, 외

상태평가와 비 괴검사를 실시하여 외 상태평가와 

비 괴검사 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 시료는 사

용되어서는 안된다. 2개의 평가 에서 1개의 평가만 

기 을 만족하고 이러한 블록을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상세상태평가와 무게평가를 포함하는 정 검사를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무게평가는 소 블록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테트라포트 규격에 따른 실 량을 과해

야 한다. 실 량의 90%이상의 소 블록의 사용을 권장

되는데, 무게평가를 통과한 소 블록이 외 상태평가

를 통과하지 못 했다면, 상세상태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세상태평가는 손상과 결함의 원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손상과 결함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의 추가 인 열화가능성을 평가하여 소

블록의 재사용 여부를 단할 필요가 있다. 

2.3 재사용 판단
외 상태평가, 비 괴검사, 무게평가, 상세상태평가 

등을 바탕으로 재사용 유무를 정할 수 있다. 외 상

태평가를 통해 손, 침식, 균열이 기 이내이고 비

괴검사를 통한 강도가 기 강도를 만족한 소 블록은 

정 검사 없이 재사용된다. 외 상태평가를 만족시키

지 못 했지만 질량평가기 을 만족시키고 비 괴검사 

는 상세비 괴검사에 의한 강도기 을 만족시킨 소

블록이 상세상태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

되면 재사용할 수 있다. 외 상태평가와 비 괴검사를 

모두 통과했지만, 무게평가를 통과하지 못 한 블록은 ‘ 

사  합성 검토’에서처럼 설계기 이나 수리모형실

험을 통해 사용성에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 상

태평가와 비 괴검사를 모두 통과한 블록이 설계하

보다 작은 무게를 가질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된다.



(c) Process III
Fig. 1 Reuse process for  Wave 

Dissipation Block (continued)

(a) Tetrapod No. 1

(b) Tetrapod No. 3

(c) Tetrapod No. 6
Fig. 2 Exterior assessment

3. 현장실험

3.1 대상항만
포항이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됨에 따라 어항

에 면 인 개선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소 블록이 철거되었고 철거된 소 블록이 새로운 방

제에 부분 으로 재사용되고 있다. 철거 후에 재사용

되는 소 블록에 한 장실험을 실시하여 본 연구과

제의 소 블록 재사용 평가 로세스의 유효성을 검토

하고자 하 다. 

3.2 외관상태평가
포실험 상 10톤 테트라포트 21개 에서 1번에서 

7번까지는 상태평가를 하고 비 괴검사를 수행하 다. 

재사용이 정된 테트라포트들이라 상태훼손이 심한 

테트라포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테트라포트 6번의 경

우에는 표면의 페이스트 손실이 발생하여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다. 테트라포트 3번의 경우에도 부분 인 표

면 페이스트 탈락이 있었다

3.3 무게계량
테트라포트 규격에 의하면 10톤 테트라포트의 실

량은 9.2 톤이다. 상태평가를 실시한 기 7개의 테트라

포트을 포함한 체 테트라포트의 무게가 실 량 9.2톤

을 과하 다. 한, 상태가 좋은 않은 6번도 평균 

량이상이었으며, 표면 탈락이 찰된 3번 테트라포트

는 무게가 9.3톤 이었다. 즉, 표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에도 무게계량을 실시하면 소요 실 량을 만족시킬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3.4 비파괴 검사
슈미트 해머법과 음 속도법에 의해서 측정한 테

트라포트의 강도는 모두 20 MPa를 과했다. 항만설계

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블록용 콘크리트의 최소 



Fig. 3 Weight of TTP 

Schmidt 
hammer Method

(MPa)

Ultrasonic 
wave Method 

(MPa)

1 30.7 31.3 

2 30.8 23.7 

3 32.5 30.1 

4 20.4 33.5 

5 25.6 39.6 

6 32.0 30.8 

7 28.3 35.5 

average 28.6 32.1

Table 1.  Strength by NDT

강도가 18 MPa이므로 실험 상 소 블록을 모두 이 

기 을 통과하고 있다.

슈미트 해머 실험결과에서는 4번 테트라포트가, 

음 속도법 결과에서는 2번 테트라포트가 평균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측정지 에

서의 균열이나 공동 등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실제 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찰된다면 다

른 지 에 한 재검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기존 항만을 리모델링하면서 제거되는 구조물을 재

사용한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산도 감하는 일석이

조의 효과를 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 블록을 

재사용하기 한 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장에 

용하고자 하 다. 제안된 로세스를 따라 재사용성을 

평가하면 주먹구구식의 평가가 아닌 매뉴얼화하여 정

량화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반여건에 따라 제안

된 3가지 로세스 에서 하나의 로세스를 선정하

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진행 인 포

항의 테트라포트에 한 장실험결과는 제안된 로

세스의 유효성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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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항만구조물의 열화도 평가지표 확립에 한 연구

Evaluation Model for the Residual Endurance Life of Marine Concrete 

Considering Coupled Deteriorations

이상민1, 이상국2, 박우선3, 한상훈4

Sang-Min Lee
1
, Sang-Kuk Lee

2
 , Woo-Sun Park 

3 
and  Sang-Hun Han 

4

1. 서언

안시설, 계류시설, 하역시설과 같은 항만구조물을 

구성하는 해양콘크리트는 시공 기부터 염화물, 황산

염  이산화탄소와 같은 열화인자의 향을 받아 기 

건 성을 진 으로 상실하여 가며, 해양콘크리트의 

환경조건에 따라 열화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후항만 콘크리트구조물의 열화

상태와 보강철근의 부식개시 시 까지의 사용내구수

명(service endurance life)을 보다 합리 으로 추정하

기 해서는 열화인자 상호간의 복합 향을 고려한 열

화도 평가지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지 까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항만 콘크리

트구조물의 열화도 평가는 표면부에서 진행된 탄산화

깊이와 보강철근 치에서의 염화물함유량을 개별

으로 측정한 후, 공용기간을 고려한 탄산화속도계수를 

도출하여 탄산화에 의한 철근부식 개시시 을 기 으

로 구조물의 내구수명과 사용수명을 평가하 으며 철

근 치에서의 염화물 함량 측정을 통해 철근부식가능

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열화도 평

가 기법으로 잔존수명을 평가할 경우 확률 인 평가가 

될 뿐만 아니라 잔존수명이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표  항만시설물에서 채취한 코어시편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된 단일열화  복합열화(coupled 

deterioration)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노후 항만 콘크리트구조물의 열화도 평가지표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해양콘크리트의 복합열화거동

2.1 해양콘크리트의 단일열화인자
해양콘크리트의 주요 단일열화인자는 Table 1 과 같

이 화학 (chemical) 열화인자(탄산화, 염해)와 물리

(physical) 열화인자(동해)로 구분된다.

Table 1. Factors affecting to deterioration 
             of marine concrete

Index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Chloride 
attack

• Cl-  surface  

  concentration
• Cl- diffusivity
• C3A content
• Pore and crack 

• Cl-   supply
• O2  supply
• Humidity
• Temperature

Carbon-
ation

• Cl-  surface  

  concentration
• Binder type
• Pore and crack 

• CO2 supply
• Cl-     supply
• Humidity
• Temperature

Freezing-
thawing

• Binder type
• Aggregate type 
• Saturation rate
• Pore and crack 

• Freezing rate
• Freezing cycle
• Humidity
• Temperature

(1) 단일열화의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

염해와 탄산화가 해양콘크리트의 철근부식과 내구

성 하에 미치는 향을 측하기 해서는  지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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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염화물과 이산화탄소가 해양콘크리트의 환경조건

(해상 기 , 해수 부, 해수 )별로 콘크리트 내부

로 침투하여 확산되는 속도를 악하여야 하며, 이를 

해 식 (1)과 같이 Fick의 제2법칙에 기 한 지배방정

식을 이용한다. 

   


 




                                                      (1)

 여기서,  는 가용성 염화물의 농도( 는 기  이

산화탄소의 농도, kg/m3),  는 표면에서의거리(cm), 

는 경과시간(year), 는 염화물 확산계수( 는 이산

화탄소 확산계수, cm
2/year)

(2) 염화물 확산계수(Chloride diffusion coefficient)

본 연구에서는 武若(1988)의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식 (2)와 식 (3)과 같이 해양콘크리트의 환경조건에 무

하게 염화물 확산계수를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W/C,%)만의 함수로 단순화시켜 용하 다.

염  
    

                     ×                               (2) 

염  
     

                     ×                               (3) 

식 (2)는 1종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

트이며, 식 (3)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의 겉보기 확산계수 (cm2/year)의 산정공식이다. 

한, 겉보기 확산계수는 식 (4)를 이용하 으며, 기 염

화물 농도   는 실측값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측값이 없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허용값인 0.3kg/m3

을 참고로 하여 보수 인 개념으로 간값을 용한다.

   


 
∙


        (4)  

(3) 탄산화속도계수(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표  항

만계류 시설물에서 채취한 코어시편의 탄산화깊이와 

재령의 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탄산화속도계수를 

용한다.

 1) 해상 기  역(Atmospheric zone) 

      - 건 부 :    

      - 균열부 :  ≥  ,   

 2) 해수 부 역(Tidal zone) 

      - 건 부 :    

      - 균열부 :  ≥  ,    

2.2 해양콘크리트의 복합열화모델
복합열화도 평가를 해 단일열화모델식을 분석하

고 다양한 조건을 분석하여 복합열화 모델식을 노후 항

만 콘크리트 구조물에 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역을 구분하여 보다 신뢰성이 있는 평가가 될 수 있

도록 하 다.

(1) 해상 기  역(Atmospheric zone)

 

X

Non-carbonated zone

C0.65XC 2XC

C 0

0.5C0

C =9.659ex
-0.080x

1.3XC

Carbonated zone

X =P

PCx

P2Cx

Fig. 1. Proposed model of  coupled deterioration

           (atmospheric zone)

         

(2) 해상 부 역(Tidal zone)

Carbonated zone Non-carbonated zone

C 0

0.5C0

C =19.633ex
-0.013x

C =23.560ex
-0.013x(x>1.2x )

(x>26mm)

C

(x >26mm)C

1.2XC26 XC 2XC 3XC 4XC

    Fig. 2. Proposed model of  coupled deterioration   

                    (tidal zone)  

3. 복합열화거동의 평가 흐름도

복합열화거동에 의한 해양콘크리트의 열화도 평가 

방법은 Fig. 3와 같다. 기존 열화도 평가 기법은 단일열

화 평가 기법으로 탄산화  염해에 해 각각의 잔존

수명을 결정하여 최소 수명을 시설물의 잔존수명으로 



 Fig. 3. Evaluation procedures of the level of deterioration for marine concrete structures

결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

는 열화도 평가 기법은 탄산화와 염해, 균열등의 복합

인 열화가 동시에 작용하 을 때의 상호 향을 고려

하여 해양콘크리트의 열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Fig.3에서와 같이 해양콘크리트의 환경조건(zone 구

분)을 고려한 복합열화 모델식을 용하여 해양콘크리

트의 열화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무에 용

이 간편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열화도 평가기법으로 

시설물의 잔존수명을 결정할 경우 각각의 단일열화 평

가 기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잔존수명이 크게 평

가되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며 정확한 시설물의 내구

수명을 평가하기 어려운 단 을 환경조건과 열화인자 상

호 향을 반 함으로서 극복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4. 실구조물의 열화도 평가

4.1 대상시설물
기존 열화도 평가기법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복합

열화 모델식을 이용하여 평가기법에 따른 잔존수명 

평가를 비교하기 해 Table 2.와 같이 국내 2개 항만구

조물에 한 시험을 실시하 다. 구조물의 잔존수명 평

가를 해 해수 치를 구분하여 해상 기 , 비말

, 간만 에서 코어채취(각 치별 3개소 이상)를 실시

하고 코어채취부에서 탄산화 깊이 측정을 실시하 다. 

한 채취된 코어채취를 2cm ~4cm로 취하여 깊이별 

염화물량을 측정하여 염화물 확산속도를 산정하 다.

Table 2. 대상시설물의 개요
구분 완도항 인천항

일반

구조형식 중력식 중력식
상재하중(tonf/㎡) 4.0 3.0
토질조건 모래/자갈 이토/점토
준공년도 1989 1974
상부포장 콘크리트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강도(MPa) 27 24
물/시멘트비(가정) (%) 50 50

피복두께(가정) (cm) 50 50

4.2 시험결과
  Table 3과 같이 국내 2개 항만구조물에 한 실구조



물 시험을 실시하 으며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해 

콘크리트 열화가 보다 열악한 비말  조건의 시험 데이

터를 분석하 다.  

Table 3. 시설물별 탄산화깊이 및 염화물함량 
            (인천, 완도항 비말 조건)

Index CarbonationDepth(mm),Avg Avg, Chloride Contents(kg/㎥)

Incheon 21mm
4cm 7.59
8cm 5.06
12cm 3.85
16cm 2.81
20cm 1.93

Wando 17mm
4cm 10.40
8cm 7.05
12cm 4.31
16cm 3.96
20cm 3.76

4.3 평가기법별 열화도 평가 결과
기존 열화도 평가기법은 「정 안 진단 세부치짐

(항만편), 국토해양부」을 기 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복합열화 모델식으로도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인 복합열화 모델식의 신뢰성을 검증

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기존 열화도 평가기법에서

는 염화물함량을 통해 잔존수명을 측하기 어려우며 

철근 치에서의 염화물 함량만을 추정하여 철근부식

에 한 확률을 확인하고 있는 정도이고 탄산화 속도계

수 산정을 통해 시설물의 잔존수명을 측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탄산화에 의한 잔존수명은 철근 치에 따

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분 1000년 이상

으로 평가되어 잔존수명평가가 매우 비 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탄산화가 염해와 연계되어 열화

속도에 복합 으로 상호 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복합열화모델식을 통해 철근 치에

서의 염화물량을 측하고 그에 따른 염화물확산계수

를 산정하여 시설물의 잔존수명을 측한 결과 인천항

의 경우 85년의 잔존수명, 완도항의 경우 50년의 잔존

수명이 측되어 기존 평가식에 비해 실제 상을 잘 

반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재 용되고 있는 정 안 진단 세부지침

에서 신뢰성 있는 열화도 평가를 한 부분 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재 용되고 있는 정 안 진단 세부지침에서는 

탄산화시험과 염화물함량 분석시험 치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방법  시험수량도 시설물의 내

구수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므로 보다 합리

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평가기법별 잔존수명 예측결과

Index
잔존수명평가결과(year)

기존 열화도평가방법적용 복합열화모델식 적용(탄산화&염해)탄산화 염해
Incheon 1000이상 - 83
Wando 1000이상 - 5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염해, 탄산화  균열의 복합열화 조

건에 해 해상 기  역과 해수 부 역에서 

염화물 분포특성과 겉보기 염화물 확산계수를 측할 

수 있는 평가과정과 열화도 지표를 제시하 으며, 실구

조물에 용결과, 단일열화만을 고려하 을 때에 비해 

복합열화를 고려하면 열화속도를 보다 신뢰성 있게 분

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추후 지속 인 연구

를 통해 보다 신뢰성을 갖춘 열화모델식과 열화도 평가

기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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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슨식 방 제의 랑유발 진동응답 계측  진동특성 분석

Wave-Induced Vibration Response Monitoring and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aisson-type Breakwaters

이소 1, 이진학2, 김정태3

Lee, So-Young1, Yi, Jin-Hak2 and Kim, Jeong-Tae3

1. 서론

이슨식 방 제를 포함한 국내 기존 해안/항만 시

설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구조물이 많고, 설계 랑 이

상의 랑 내습 시 재해 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

며, 태풍 매미  사오마이 등에 의해서 공용 인 항만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 다(황인섭 등, 2007; 항만  해

안 원회, 2003). 이러한 이슨식 방 제를 비롯한 

력식 해안/항만구조물은 외력에 하여 자 으로서 

항하는 구조물로서 해  지반 에 사석기 를 깔고 그 

에 구조물이 거치된다. 구조물의 부분은 해수  

에 잠겨 있으며, 주요 외력에는 랑, 바람 등이 있다. 

 이슨식 방 제의 손상은 크게 구조물 자체의 손

상,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 부의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해안·항만 시설물은 비 괴검사  

육안검사를 통한 구조물 손상 조사, 수 육안검사를 통

한 기 부(사석부) 손상 조사를 통해 주기 으로 구조

물의 안 도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국토해양부와 한국

시설안 리공단, 2006).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

시설물에 해 조사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손상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 보다 신뢰도 높은 안 도 평가기술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Boroschek 등(2011)은 

잔교식 해안 구조물을 상으로 랑 등에 의한 상시진

동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동 특성분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미세진동(micro-vibration)

을 이용해서 모드 특성치 추출이 가능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슨 방 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기 연구로서, 상시진동실험을 통해 이

슨 방 제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첫째, 상구조물로서 부산항 오륙도 이슨 방 제를 

선정하 다. 둘째, 랑에 의한 이슨의 상시진동 가

속도응답을 계측하 다. 마지막으로, 계측된 미세진동 

신호로부터 워스펙트럼 도함수, 고유진동수  모

드형상 분석을 통해 이슨 방 제의 진동특성을 분석

하 다.

2. 케이슨식 방파제의 상시진동실험

2.1 대상구조물
이슨 방 제 구조물로서 Fig. 1의 부산항 오륙도 

이슨 방 제를 선정하 다. 오륙도 방 제는 총 50구

의 이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제의 총 길이는 

1,004m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 이슨으로서 Fig. 2와 

같이 최남서측(오륙도 방향) 이슨을 기 으로 18, 19, 

20번째 이슨을 선정하 다. 상치콘크리트를 제외한 

이슨의 크기는 폭 20m, 길이 20m, 높이 16.78m 이다. 

Fig. 1. Oh-Ryuk-do caisson-type breakwater.

Fig. 2. Test layout of Oh-Ryuk-do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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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시진동실험 개요
이슨의 진동응답의 계측을 하여 Fig. 3과 같이 3

개 치에서 항내외측 방향인 랑 입사방향(y-방향) 

과 연직방향(z-방향)에 하여 가속도계를 설치하 다. 

이때, 사용된 가속도계의 계측범   민감도는 각각 

±0.5g, 10V/g이다. 2축에 한 가속도계의 설치를 해 

스틸블록을 사용하 다. Fig. 4(a)와 같이 이슨 표면

을 다듬고, 스틸블록을 부착한 후 가속도계를 설치하

다. 설치된 센서의 사진은 Fig. 4(b)와 같다. 실험장비를 

간소화하고 빠른 셋업을 하여 Fig. 5와 같이 무선계측 

시스템을 이용하 다. 가속도 센서는 무선 데이터 로거

와 연결되고, 가속도센서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는 데이

터로거를 통해 랩탑에 연결된 무선리시버로 송된다. 

  

Fig. 3. Sensor location and orientation for vibration test.

    

(a) Surface grinding         (b) Installed sensors

Fig. 4. Sensor installation on target ca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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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Schematic of wireless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3. 오륙도 방파제의 진동특성 분석

3.1 진동특성 분석 기법
구조물에 입력하  u(t)와 구조물의 응답 v(t)사이에

는 다음 식과 같은 계가 성립한다(Paz 등, 2004).

                     (1)

여기서, m, c, k는 각각 구조물의 질량, 감쇠, 강성계수를 

나타내며, 는 속도, 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시간

에 한 식 (1)은 푸리에변환을 통해 주 수에 한 식

으로 변환할 수 있다.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가속도 신

호의 노이즈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워스펙

트럼 도(power spectral density, PSD)를 사용하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2)

여기서,  는 등분된 i번째 가속도 신호의 FFT 결

과이다. 구조물로부터 취득된 가속도의 PSD는 구조물

의 상태변화(강성, 질량, 감쇠)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PSD의 변화로부터 구조상태 변화의 식별이 가능하다.

구조물의 손상에 따른 PSD의 변화를 정량화하기 

하여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를 이용하

다. 어떤 구조물에서 정의되는 두 개의 독립된 PSD, 

S1(f)와 S2(f)가 있을 때, 두 함수간의 상 계수 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Bendat과 Piersol, 

1993). 

 


                                   (3)

여기서, 과 는 각 PSD의 표 편차를 나타내고, 
와 는 각 PSD의 평균을 나타낸다. 식 (3)과 같은 상

계수는 -1≤≤1의 계를 만족한다.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경우  값은 1에 가까우며, 손상이 발

생하지 않았을 경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손상 

발생 유무의 별을 하여 리도 개념을 도입하 다. 

구조상태 변화 유무를 별하기 한 하한 리치

(lower control limit, LCL)는 다음 식과 같다.


 


                 (4)

여기서,  
와 

는 각각 상 계수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상 계수 값이 리하한 이하의 

값을 나타내면 구조상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3.2 상시진동응답 및 파워스펙트럼밀도
각각의 이슨에 하여 랑  바람에 의해 유발되

는 미세 상시진동을 계측하 다. 이때의 샘 링 주 수



는 50Hz이며, 계측시간은 1시간이다. 계측된 상시진동

응답은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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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or 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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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nsor 2-z 

Fig. 6 Acceleration signals of caisson 18.

가속도응답으로부터 워스펙트럼 도함수를 구하

다. 각 이슨의 워스펙트럼 도함수는 Fig. 7과 

같다. 항내외측 방향(Y-방향) 진동응답의 경우, 상시진

동실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5Hz 이내의 주 수 범

에서 한 개 내지 두 개의 모드에 한 피크가 찰되었

다. 반면, Z-방향의 진동응답의 경우는 18번 이슨 1번 

치에서만 하나의 피크가 찰되었으며, 나머지 응답

에서는 5Hz이내의 주 수 역에서 피크가 찰되지 

않았다. Fig. 8은 2000년도에 오륙도 이슨방 제 구조

물을 상으로 수행된 강제진동실험결과(부산지방해

양수산청, 2001)의 일부로서 19번 이슨의 가속도응답

으로부터 구해진 워스펙트럼 도이다. 2000년도에 

수행된 실험은 터그보트를 이용하여 충격가진에 의한 

진동응답을 계측하 으며, 센서설치 치는 Fig. 8과 같

다. 본 상시진동실험에 의한 결과와 2000년도 충격가진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1차 모드  2차 모드의 피크

의 주 수가 같거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1차 모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2차 모드는 2000년도 실험결과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a) PSDs of caisson 18

(b) PSDs of caisson 19

(c) PSDs of caisson 20

Fig. 7. Power spectral density of caissons 18-20.

Fig. 8. PSD of caisson 19 by forced vibration test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01)



3.3 고유진동수 및 모드강성도 분석
상 이슨의 고유진동수를 표 1에 정리하 다. 1차 

모드에 한 고유진동수는 세 개의 이슨 모두 1.51Hz

에서 찰되었다. 2차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최  0.2Hz 

차이가 존재하 다. 고유진동수의 변화율( )  모

드강성도(  )의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18번 이슨의 고유진동수 결과를 기 으

로 분석한 결과, 고유진동수의 상 변화는 2차 모드에

서 최  7.43%, 모드강성도의 상 변화는 2차 모드에서 

최  14.32%가 존재하 다. 이는 18번 이슨에 비해 

나머지 두 이슨에 2차 모드에 민감한 구조상태의 차

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Relative modal characteristics(ref.:caisson 18).

이슨 

번호

  (Hz)   (%)   (%)

Mode 1 Mode 2 Mode 1 Mode 2 Mode 1 Mode 2

18 1.51 2.69 - - - -

19 1.51 2.49 0 7.43 0 14.32

20 1.51 2.54 0 5.58 0 10.84

3.4 PSD의 상관계수에 의한 구조상태 분석
주 수 역의 PSD의 상 계수 분석을 통한 세 이

슨 간의 상 인 구조상태 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18

번 이슨의 상태를 기  상태로 설정하고, 나머지 두 

이슨의 PSD의 상 계수를 계산하 다. 그 결과, Fig. 

9와 같이 1번 치의 Z 방향 응답과 3번 치의 Y 방향 

응답으로부터 구조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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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ve structural condition analysis by CC of PSD.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슨 방 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기 연구로서, 장실험을 통해 이슨 방

제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첫

째, 상구조물로서 부산항 오륙도 이슨 방 제를 선

정하 다. 둘째, 랑에 의한 상시진동 가속도응답을 

계측하 다. 셋째, 계측된 가속도신호로부터 워스펙

트럼 도함수, 고유진동수  모드강성도로부터  이

슨의 진동특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워스펙트

럼의 상 계수 모니터리을 통하여 각 이슨 간의 상

인  구조상태 차이를 분석 하 다.

추후 연구로서 터그보트에 의한 충격가진실험을 수

행하여 본 상시진동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효

율 인 이슨 방 제의 건 도 모니터링을 한 무선

스마트계측/평가시스템을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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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을 이용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장가치 추정 연구 

The Study on Non-Market Benefit Estimation of Port Re-modeling Using CVM

정현재1), 김호균2), 손유리3), 이종호4)

Hyun Jae Jung¹, Ho Kyun Kim², Yoo Lee Son³ and Jong Ho Lee⁴

1. 서 론

최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제적인 교류와 

분업의 진전으로 인해 국제운송 및 해운항만의 환

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

화로 인해 전 세계 항만의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항만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으며 항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항만의 

기능은 산업행위와 도시 및 수산기능이 주를 이루

었지만 최근 이와 더불어 친수 및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 및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해운항만산업이 고도의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다양화 및 산업

이 성장하게 되면서 항만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항만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

하기 위해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외의존

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약 90%이상의 수출입

화물이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항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만 시

설의 약 25%는 1960년대~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

로 앞서 언급한 해운항만의 기능 및 환경적 변화

에 대응하기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인 인천 내항의 경우 노후화 된 항만시설과 

접안시설의 후 진화로 인해 세계적인 항만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조차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 항만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기존항만의 시설확충 및 신항만 

건설도 중요하지만 항만 투자비 절감 및 항만 생

산성 제고를 위해 최근 항만 리모델링 혹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서 항만 리모델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항만 리모

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효

과적인 항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항만 리

모델링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항만 리모델링 사업

의 효과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시장적 편익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CVM(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

여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하였

다.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시장적 가치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의 차별성을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저 Ⅰ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해

운항만 시장의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

을 제시하며 Ⅱ장에서는 국내․외 연구들에서 제시

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정의 및 기능을 정의하

고 항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비시장적 편익요인

을 선정한다. 그리고 비시장적 편익요인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VM(조건부 가치측정

법)를 적용한 기존 연구들의 고찰을 실시한다. Ⅲ

장에서는 CVM기법의 개념과 분석을 위한 설문구

성 그리고 CVM기법을 이용하여 인천 내항 리모델

링사어븨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Ⅳ장

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시사점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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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항만 리모델링

Anchorag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2006)은 알라스카 앵커리지 항에 물류센터 설립

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로 앵커리지는 앵커리지 각 지역사회에 

해상 화물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

본 개념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수행으로 비용

을 절약 하고 fuel barge business 의 증대의 기

회를 얻는다는 시사점에 초점을 두었다.

Susan oakley(2005)은 호주 아델레이드항의 워

터프론트 재개발을 조사하는 예비분석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working port로서의 역할에서 더 나

아가 lifestyle port로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접

근하였다. 이런 관광명소나 친수공간으로써의 항

만 워터프론트 재개발은 현재 인식되어 있는 

working으로서의 항만 이미지에서 확대되어 지역

사회에 의해 추구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일종의 

생활공간으로서의 항만 이미지로 급격히 변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우(2005)는 도시 내 노후항만공간의 재활

용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적절한 

평가지표와 사업우선수위 선정을 위해 계층적 의

사결정법(AHP)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항만시

설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시설의 경제성 증진, 

항만과 도시기능과의 상충이나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이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서, 바람직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동참

여를 통한 사업추진, 선진국의 항만도시들에서 이

루어진 항만재개발 사례와는 다른 우리나라에 맞

는 항만재개발 방안의 필요성과 항만기능의 지속

적인 활용과 함께 일부 공간 혹은 시설에 대한 도

시공간화로 지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에

도 적절히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우(2003)는 우리나라 항만재정투자의 열악

한 실정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항만인프라를 위해

서 항만투자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방향모

색과 전국 노후항만시설에 대해 항만생산성을 높

이고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친수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고 항만발전 역사가 유사한 

일본 항만의 리모델링 재원투자비중 추이를 중심

으로 그 발전과정과 특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항

만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Jauhiainen 외(1994)은 각기 다른 규모를 가진 

유럽의 도시들(바르셀로나, 카디프, 제노바)이 

재개발을 수행한 방법과 이런 재개발 프로젝트와 

도시정책과의 연계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

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항만 재개발을 위한 사

회제반시설의 지나친 공공보조금 투자는 시장 주

도적 접근 방식에 심각한 약점을 가지는 반면 민

영부분은 이런 부분을 요구되는 시간 안에 충족시

키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Murray E. Towill(1991)은 항만 리모델링의 

유형 중 친수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트 개발과 관

련하여 하와이 호노룰루 지역의 master plan의 

특징, 방향과 접근방법을 대표하는 주요요소들을 

설명하였다. 그의 논문에서 제시된 요소들은 주요

한 기준계획 개발과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전체적

인 계획과정과 프로젝트지역의 기술을 포함하였

다.

2.2 비시장적 편익요인

앞서 연구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이론적 고찰

을 통해 추출된 비시장적 편익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민의 여가활동과 해양관광 요인으로 

격포항 리모델링을 통해 그 곳을 방문하는 외지인

들에게 바다낚시, 해저관광, 해수욕, 스쿠버다이

빙, 윈드서핑, 요트 등과 같은 해양레저공간을 제

공할 뿐만 아니라 횟집 등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

시에 바다를 체험하는 학습장소로서의 역할도 수

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편익은 수려한 조망권으로서, 수변지구

에 저층규모의 상업이나 문화, 페리여객 시설만을 

허용하는 강력한 경관통제를 통해 도시경관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세 번째 편익으로는 친수 공간 확보이다. 녹지 

공간 및 친환경적 연안정비와 같은 일반적인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더불어 부적절한 구조물을 철폐

함으로써 얻는 심미적 효과, 그리고 수족관 및 해

양박물관 설치를 통한 교육적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편익으로는 문화마케팅이나 관광특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이다. 기존 항만 이미지에서 확

대되어 마케팅이나 상품가치로서 지역사회에 의해 

추구되고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일종의 생활공간으

로서의 항만 이미지로 급격히 변형될 것이다.

마지막 비시장적 편익요인으로 수변공간의 공공

성이다. 이는 도시풍 워터프론트라는 개념으로서 

항만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

창출과 같은 형태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3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강희용 외(2006)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

여 광양만을 사례로 환경저감화 시설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VM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집계결과를 생존분석

방법의 통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지불의사액을 도

출하였다. 저자는 연구결과에서, 개발 시 환경영

향저감화의 개념에 따라 고안된 환경공생형 호안

시설 사업비에 대한 비용편익은 4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지

역주민들에게 비용대비 및 배 이상에 달하는 환경

배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주장하

였다. 

김기환(2004)은 CVM기법을 이용하여 낙동강의 

상, 하류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질에 대한 

가치를 지불의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수질에 대한 

지불의사 차이가 생기며 이는 상이한 지역적 이해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으로 차이가 나는 지불의사수준은 현재 지역적으

로 차별 없이 부과됨으로 인해 일부지역 주민들로

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제

를 오염자부담원칙의 시작에서 정책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주석 외(2007)는 1.5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지

불 의사액(WTP)은 가구당 매월 843원이었으며 음

(-)의 지불 의사액을 배제한 절단된 평균 지불 의

사액은 2,46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적용하여 설문대상지역 5개 

도시 주민들의 낙동강 수직개선의 연간 편익을 구

한 결과, 평균 WTP를 적용하면 249.1억원 가량에 

이르며 절단된 편균 WTP를 적용하면 7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심기섭(2003)은 항만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자원의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항만 개발로 

인하여 환경의 질이 악화된 경우의 효용수준을 현

재의 효용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지출은 종전보다 더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차이를 환경 질의 악화에 부여하는 가치로 해

석하고 CVM기법을 통해 이 금액의 차이를 파악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저자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성별 및 소득

수준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지불 의사액을 도출

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응답자 분류별 환

경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였고, 환경 친화적 항

만정비의 측면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더

욱 고조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신승식(2007)은 부산 신항과 평택․당진항을 중

심으로 항만갈등의 비시장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CVM기

법을 사용하여 항만 명칭과 관할권과 관련된 지역 

간 갈등의 화폐적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결과로 평

택․당진 항에서는 가구당 24,314원, 지역 전체로

는 약 45억 원이라는 갈등비용이 발생하였고 부산 

신항을 살펴보면 가구당 27,384원, 전체로는 363

억원 가량의 갈등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및 결과

3.1 CVM(조건부 가치측정법)의 개념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시장이 없는 서비스 및 상품의 가치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시장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환경에 

대한 가치를 계측할 때 사용되어 왔다. 또한 가상 

평가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최대 WTP(Willing To 

Pay : 지불 의사액)을 산출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불 의사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강희용 외 2명, 

2003).

CVM의 실증연구에서 이용되어지는 지불의사 유도 



방법에는 개방형질문법(open-ended question)경매

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 (payment 

 card), 양분선택형 질문법(dischotomous choice 

question) 등이 있다(이주석 외 2명, 2007). 예를 

들어 개방형 질문방법은 “당신은 최대한 얼마를 

내겠습니까?”라면 양분선택형 질문방법은 “당신

은 특정 금액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CVM의 질문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한다(임혜진 외 2명, 

2006).

CVM의 적용은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에서는 연구대상을 설정한다. 즉 대상 시설의 효과

에 대한 수익자를 지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설정된 대상에 대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응답자

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묘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3단계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운용

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직접 

현장에 나가 설문을 시행하는 단계로 효과가 미치

는 범위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세대수에 비례하게 

배포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받은 설문

조사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인 5단계에서

는 설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필

요한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 설문에 의해 얻어진 

자료들을 분석하여 WTP의 대표값을 분석하기 위해

서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

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의사결

정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한종호 외 1명, 2008).

3.2 CVM기법 적용을 위한 설문구성

인천항을 대상으로 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

장적가치는 환경 및 경제적 이득으로 구분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유발하는 편익을 추정하

였다. 연구의 표본 집단으로는 인천 거주민을 선

정하여, 인천 전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흘간 

88부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으로는 폐쇄형 질문의 이중경계 양분선

택형 질문법(double -bounded dichotumous 

choice: DBDC)을 이용하여, 설정된 가상적 상황

에 대한 지불의사 용의와 금액을 평가하였다. 이 

방법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질문형식

(single-bounded dichotuoous choice: SBDC)에 

비해서 통계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나을 뿐만 아니

라 제시금액(bids)설게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이

를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Kanninen, 1993; 이준구·신영철, 2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산제약으로 인한 표본의 한계가 있

었기에 궁극적으로 DBDC를 채택하였다. 

 가상적 상황을 위한 정보로서는, 먼저 인천항의 

현 상황과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예상 조감도의 

비교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인천항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항만의 도입 기

능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수

행을 위해서 인천의 직접적 수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의 가칭 "항만개발 특별세"를 지불

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각 응답자에게는 매월 지불세로 1000

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의 5개 값이 

무작위로 제시되었으며, 사전에 소수의 일반시민

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였

다. 제시형태는 먼저 무작위로 제시된 첫 번째 금

액에 대해서 응답자가 받아들이면, 두 번째에는 

두 배의 금액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에는 절반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통계를 위해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인천의 거주

기간, 가구월소득, 그리고 항만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3 CVM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해서 제시액에 따른 응답자들의 유형을 살펴보

았다. 최초제시액에서 'yes'라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금액의 범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no'인 경우의 비율은 상

대적으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변수와의 관계

를 살펴보면, 최종학력과 나이, 항만 관련 직업은 

지불의사금액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

며, 응답자의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은 높은 지불의

사금액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에 따른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장 가치

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모형을 최

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하였으

며, 모형의 정확성을 위해 공변량 포함여부에 따

라 2개의 모형을 고려하였다. 공변량을 포함한 모

형의 경우에는 앞서 조사한 6개의 경제사회변수 



변수

추정계수

공변량 

포함하지 

않음

(t-통계량)

공변량 포함

(t-통계량)

상수
1.4029

(5.5076)**

2.9273

(2.6924)**

성별(SEX) -
0.6597

(1.6051)

거주년도(EDU) -
-0.0516

(0.3482)

나이(AGE) -
-0.0408

(1.7873)*

소득(INC) -
-0.0617

(0.2804)

제시금액

(BIDPRI)

0.3730

(7.4584)**

0.3923

(7.5088)**

관측치 개수 88

로그-우도값 -132.0391 -129.1119

변수

추정계수

공변량 

포함하지 

않음

(t-통계량)

공변량 포함

(t-통계량)

(log-likelihood)

Wald 통계량

(p-value)

51.5864

(0.0000)**

58.8722

(0.0000)**

가운데 응답자의 행동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생각

되는 성별, 거주년도, 나이, 소득의 4개 변수만

을 반영하였으며, 추정결과는 <표-1>과 같다. 

 Wald통계량으로 볼 때, 추정된 두 모형에서 모

두 추정방정식 내 추정계수들의 값이 0이라는 귀

무가설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기각되었

다. 또한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추정계의 

부호가 예상과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변수가 많았

으며, 대부분의 계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

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모형에서의 제시

금액에 대한 계수가 0.3730의 값을 가지고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공변량을 포함한 모형

보다 통계적으로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리모델링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중경계 양분선

택형 질문을 통한 <표-1> 결과를 절단된 추정치

와 절단되지 않은 추정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또한 모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Krinsky and 

Robb(1986)의 Monte Claro기법1)을 이용해 95%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표-2참조) 

<표-1> 항만재개발 비시장가치의 모형 추정결과

 

<표-2>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가구별 평균 

지불의사액

구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DBDC)

절단되지 않은 

추정치

(t-통계량)

절단된 추정치

(t-통계량)

평균지불의사

금액

4.3503

(9.1472)**

3.7609

(7.1823)**

95%신뢰구간
2.2961 ~ 

5.3103

3.3001 ~ 

5.8788

 추정결과에 따르면 절단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절단되

지 않은 추정치의 경우에는 4.3503(천원)이, 절

단된 추정치의 경우에는 3.7609(천원)으로 나타

났다.

이로써 절단되지 않은 추정치를 이용한다고 하면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장 가치는 4.3503(천

원)의 값에 인천시의 총 가구수 995,712세대 

(2007년 기준)를 곱한 약 4,000(백만)원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CVM기법을 이용하여 인천항을 대상

으로 한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비시장 가치를 측

정해보았다. 응답자의 개인특성에 관한 변수로는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이 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지불의사

금액은 4.3503(천원)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쓰인 표본의 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1) 여기서 사용한 Krinsky and Robb(1986)의 Monte Calro기법은 1) parameter vector  추정, 2) 

variance-covariance vector 를 추정, 3) 새로운 parameter vector 를 만들기 위해 결합확률분포 
로부터 임의의 값을 추출, 4) 이를 이용하여 지불의사를 재계산, 5) 이러한 과정을 10,000회 반복, 6) 10,000개

의 지불의사값 정렬 후 위와 아래에서 2.5%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항만 리모델링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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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변형 방 시설의 개발

Development of Dynamic Deformable Breakwaters

김선신1, 장윤경2, 인식3

 Sunsin Kim 1, Yunkyoung Chang2 and Insik Chun3

1. 서론

동  가변형 방 시설은 방 시설의 본체에 에어백 

는 스 링등을 설치하여 압을 흡수하거나 압의 

작용시간을 길게함으로써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

압을 감하기 한 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랑이 외

해에서 내해로 해오는 과정에서 권 성 쇄

(Fig.1)를 일으킬때 백분의 수 사이의 짧은 시간에 에

지를 소멸해버리는 충격쇄 압에 매우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다. 

충격쇄 압은 주로 혼성방 제의 이슨 면에 발

생하며 과거에는 가 으로 충격쇄 압의 발생여건

을 배제하는 식의 설계를 수행하 지만(Goda, 1985), 

최근에는 이슨의 안정성 측면에서 설계에 일부 고려

해주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충격쇄 압은 Fig. 2와 

Fig. 3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슨의 도, 미끌림  

이슨 면에 손상을 발생시킨다(Takahashi, 1998).   

Fig. 1. Breaking Wave.

Fig. 2. Sliding Failure of Caisson.

Fig. 3. Caisson Damage by 
Breaking Wave Force. 

이와 같은 동  가변형 구조물을 이용한 방 시설의 

사례는 고무막체 라펫이 있으며, 고무막체 라펫은 

월 의 빈번한 발생으로 마루높이 증고가 필요한 방

제에 고무막체를 이용한 라펫을 설치하여  월 를 제

어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고무막체 라펫은  마루높

이 증고에 따라 추가 으로 발생하는 압을 작용시간

을 길게하여 최소화하 다(김선신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이슨 방 제 면에 작용하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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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압에 효율 으로 처하고자 동  가변형 방 시

설을 제시하 으며, 비선형 유한요소모델인 LS-DYNA

를 이용하여 이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 다.

2. 모형설정

모형설정은 동  가변형 방 시설의 기 연구로서 

먼  동  가변형 방 제의 가능성만을 단하고자 

랑환경은 배재하고 비교  간단한 형태의 모형을 설정 

하여 미끌림 발생여부를 단하 다. 동  가변형 방

시설의 원리는 Fig. 4에서 보는것과 같이 충격력 곡선에

서 총충격력은 A, B, C 모두가 같지만 최 충격력은 각

각 다르게 나타난다. A는 충돌시간이 비교  짧은 경

우, B는 충돌 시간이 비교  길 경우를 나타내며, C는 

평균충격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시간이 길어질수록 최 충격력

이 작게 나타남을 고려하여 작용시간을 비교  길게하

여 최 충격력을 낮추는 목 으로 Fig. 5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 다. Case 1은 마운드 상부에 이슨이 놓여있

고, Case 2는 Case 1과 동일한 구조물에 이슨 면에 

에어벡을 설치하 으며, Case 3은 Case 1과 동일한 구

조물에 이슨 면에 스 링을 설치하 다. 마운드와 

이슨의 마찰계수는 콘크리트와 사석의 정지마찰계

수 0.6과 운동마찰계수 0.4를 용하 다. 각각의 Case

는 실린더를 굴려서 충돌 시킨후 미끌림 여부를 확인하

다.

t1 t2

F

B

A

C

t

Fig. 4. Impact For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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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culation domain.

3. 수치해석 검증

수치해석에 앞서 마찰력에 하여 이론식과 

LS-DYNA의 결과를 상호 비교하 다. 모형설정은 Fig. 

6과 같이 설정하 으며 y방향 폭은 1.0m로 하 다. 검

증결과 이론식의 경우 54,096 Pa에서 미끌림이 발생하

며 LS-DYNA의 경우 Fig. 7에서 보는것과 같이 압력이 

증가할수록 미소하게 미끌림이 발생하 다. 특히 Point 

1에서 격하게 미끌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으로 미끌림을 발생하게 하는 압력은 Point 1이라고 

할수 있다. 이론식과 LS-DYNA의 결과 값이 약간의 차

이를 보이는것은 이론식은 물체의 수직항력과 마찰계

수만이 용되지만 LS-DYNA의 경우는 수직항력과 마

찰계수 이외에 추가 으로 용되는 항목이 있고 이론

식은 무한길이에 상으로 한 반면 LS-DYNA의 경우 

유한길이를 상으로 수행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계산조건은 Table 1에 계산결과는 Table 2  Fig. 7에 

제시하 다.

Pressure

2.0 m

x

z y
0.5 m

2.0 m

Fig. 6. Calculation domain.



밀도 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2,300 kg/m3 0.6 0.4

Table 1. Input conditions

구분 이론식 LS-DYNA
압력 54,096 Pa 55,500~56,000 Pa

Table 2. Result

0 60000
Pressure (Pa)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Point

Fig. 7. LS-DYNA Result.

4. 수치해석

4.1 계산조건
계산조건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슨의 

도는 콘크리트의 도를 사용하 고 정지마찰력  운

동마찰력은 콘크리트와 사석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

을 참고하 다. 모델링형상은 표 으로 Case 2에 

하여 Fig. 8에 제시하 다.

밀도 정지마찰계수 운동마찰계수
2,300 kg/m3 0.6 0.4

Table 3. Input conditions

Fig. 8. Case 2 modeling.

4.2 계산결과
각각의 Case 별 계산결과 Case 1의 경우 실린더 충돌 

후 0.007m 정도의 미끌림이 발생하 으며 면에 에어

백을 설치한 Case 2와 면에 스 링을 설치한 Case 3

의 경우는 충돌후 미끌림이 0.001m 미만으로 발생하

다. 이는 에어백과 스 링이 충돌시간을 Case 1의 경우

보다 비교  길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 이외에 에어백

과 스 링에 변 가 발생하면서 충격흡수  작용을 하

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단되며 본 계산에서는 

충돌시간에만 을 두었다. 계산 결과는 Fig. 9~Fig. 

14에 제시하 다.

Fig. 9. Case 1.

Fig. 10. Case 2.



Fig. 11. Case 3.

Fig. 12. Case 1 Displacement.

Fig. 13. Case 2 Displacement.

Fig. 14. Case 3 Displacement.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슨 면에 발생하는 충격쇄 압

에 의한 이슨의 도, 미끌림   손상에 비하여 충

돌시간이 길어질수록 최 충격력은 작아지는 상에

착안하여 동  가변형 방 시설을 제시하 으며 동

가변형 방 시설의 가능성을 단하기 한 기 연구

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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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막체 라펫 실해역실험

In-Situ Experiment of Rubber Membrane Parapet 

김선신1, 인식2, 고장희3, 이용권4, 홍승익5

 Sunsin Kim 1, Insik Chun2, Janghee Ko3, Younggun Lee4 and Seungik Houg5

1. 서론

고무막체 라펫은 공기의 공  는 배출을 통하여 

폐 막체를 개 는 격납시키는 기능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기존의 방 제  호안 에 설치하여 해황

에 따라 막체의 마루높이를 조 하여 월 를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월 방지 구조물들은 고정

식으로 되어 있어 월 가 발생하는 소수의 시 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뿐 부분의 시간은 휴지기간을 갖는 반

면, 본 고무막체 라펫은 황천 시에는 개시켜 월

를 지하다가 평상 시에는 격납함속에 수납시켜 항외 

조망성  경 을 보존할 수 있는 보다 합목 인 구

조물이다.

본 고무막체 라펫은 순수이 공기제어만으로 개폐

가 가능한 반 자동식 구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 월 의 충돌 시에는 력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

에서는 막체의 작동  내 특성을 포 으로 악하

기 하여 다양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우선, 수치해석은 막체의 개  수납과정을 연

속 으로 모의한 결과, 공기제어만으로 충분히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형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2D, 3D 수리모형실험을 통하

여  개 막체에 의하여 월 가 효과 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김선신 등, 2011). 본 실해역 실험

은 실 해역 스 일의 구조물에 하여 구조물의 제작 

 설치과정, 실 장에서의 작동상태 그리고 월 의 

실제 발생 시 막체의 거동 등을 총체 으로 고찰하기 

하여 계획한 것이다.

실해역 실험은 동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호안과 방

제를 물색하 고 실제 지를 방문하여 설명회도 수차

례 가진 바 있으나 여러 여건을 포 으로 고려하여 

최종 으로 동해안 삼척 시 덕산항에서 수행하는 것으

로 결정하 다. 본 어항은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긴 띠 모양의 방 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면에 어민 

공동작업장이 치하고 있으며 연  월 가 상시 으

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 

Fig. 1 Deoksan port in Samcheok city.

1 발표자: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nter112@konkuk.ac.kr

2 건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3 SK건설(주) 토목기술팀

4 동일고무벨트(주) 토건자재사업팀

5 (주)건화 항만부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2. Wave overtopping at Deoksan port.
본 실해역실험은 국토해양부 지원 과제인 ‘항만구조

물 기능제고를 한 신공법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

행하는 것이며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산학공조 

태로 진행하고 있다.

기 관 주요업무
건국대학교 -구조물 개발, 설계조건 산출, 구조해석

-관련 인허가 획득, 실해역실험 수행
SK건설(주) -구조물 시공성 평가

(주)건화 -하부 구조물 안정성 평가

동일고무벨트(주) -구조물 제작, 설치 및 회수
-실해역 실험 공동수행 

Table 1. Work assignments.

2. 실해역 구조물 설계조건

구조물의 설계 는 10년 설계 를 채택하 으며 Fig. 

3의 심해 랑 격자 을 이용하여 10년 천해설계 를 

산정하 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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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2 4.2 4.2 4.3 4.4 4.5 4.7 4.9 5.0 5.0 5.1 5.1 5.2 5. 2 5.2 5.2 5.3 5.3 5.3 5.3 5.3 5.4 5.4 5.4 5.4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2.2 3.9 4.2 4.2 4.2 4.4 4.6 4.7 4.8 4.9 5.0 5.1 5.1 5.1 5. 2 5.2 5.2 5.2 5.3 5.3 5.3 5.3 5.3 5.4 5.4 5.4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8 3.3 4.3 4.2 4.3 4.5 4.6 4.7 4.8 4.9 5.0 5.0 5.1 5.1 5. 2 5.2 5.2 5.2 5.3 5.3 5.3 5.3 5.3 5.4 5.4 5.4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8 3.8 4.3 4.3 4.4 4.5 4.6 4.7 4.8 4.9 5.0 5.0 5.1 5.1 5. 1 5.2 5.2 5.2 5.3 5.3 5.3 5.3 5.3 5.3 5.4 5.4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1.1 3.5 4.3 4.3 4.4 4.5 4.6 4.7 4.8 4.9 4.9 5.0 5.0 5.1 5. 1 5.2 5.2 5.2 5.3 5.3 5.3 5.3 5.3 5.3 5.3 5.4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2.2 3.9 4.5 4.5 4.5 4.6 4.7 4.8 4.9 4.9 5.0 5.0 5.1 5. 1 5.2 5.2 5.2 5.2 5.3 5.3 5.3 5.3 5.3 5.3 5.3 5. 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2.2 4.4 4.4 4.5 4.6 4.7 4.8 4.9 4.9 5.0 5.0 5.1 5. 1 5.1 5.2 5.2 5.2 5.3 5.3 5.3 5.3 5.3 5.3 5.3 5. 3 5.3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0.8 3.9 4.4 4.5 4.6 4.7 4.8 4.9 5.0 5.0 5.0 5.1 5. 1 5.1 5.2 5.2 5.2 5.2 5.3 5.3 5.3 5.3 5.3 5.3 5. 3 5.3 5.3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2.1 4.7 4.6 4.6 4.7 4.8 4.9 4.9 5.0 5.0 5.0 5. 1 5.1 5.2 5.2 5.2 5.2 5.3 5.3 5.3 5.3 5.3 5.3 5. 3 5.3 5.3 5.3 5.4 5.4 5.4 5.4 5.4 5.4 5.4 5.4 5.4

4.5 4.6 4.6 4.7 4.7 4.8 4.9 4.9 5.0 5.0 5. 0 5.1 5.2 5.2 5.2 5.2 5.2 5.3 5.3 5.3 5.3 5.3 5. 3 5.3 5.3 5.3 5.3 5.4 5.4 5.4 5.4 5.4 5.4 5.4 5.4

4.7 4.7 4.7 4.8 4.8 4.9 4.9 4.9 5.0 5. 0 5.1 5.1 5.2 5.2 5.2 5.2 5.2 5.3 5.3 5.3 5.3 5. 3 5.3 5.3 5.3 5.3 5.3 5.4 5.4 5.4 5.4 5.4 5.4 5.4

2.4 4.5 4.7 4.7 4.8 4.9 4.9 5.0 4.9 5.0 5. 0 5.1 5.1 5.2 5.2 5.2 5.2 5.2 5.2 5.3 5.3 5.3 5. 3 5.3 5.3 5.3 5.3 5.3 5.3 5.3 5.4 5.4 5.4 5.4 5.4

1.1 3.5 4.7 4.9 4.9 5.0 4.9 4.9 4.9 4.9 5. 0 5.1 5.1 5.2 5.2 5.2 5.2 5.2 5.2 5.3 5.3 5.3 5. 3 5.3 5.3 5.3 5.3 5.3 5.3 5.3 5.3 5.4 5.4 5.4 5.4

2.0 3.8 5.3 5.0 4.9 4.9 4.8 4.8 4.9 5. 0 5.0 5.1 5.1 5.2 5.2 5.2 5.2 5.2 5.2 5.3 5.3 5. 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4 5.4 5.4

1.4 4.7 4.9 4.8 4.8 4.8 4.8 4.9 4. 9 5.0 5.1 5.1 5.2 5.2 5.2 5.2 5.2 5.2 5.2 5.3 5. 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4

4.3 4.5 4.6 4.7 4.7 4.7 4.8 4. 9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5.3 5. 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0 500 1000

(c)Fig. 3. Estimation of the design wave     
         condition.

구분 N NNE NE ENE E
파고 2.21 3.36 3.64 3.58 3.32 
주기 11.85 13.25 12.83 11.73 10.50 
구분 ESE SE SSE S -
구분 2.95 3.05 3.09 2.05 -
파고 9.72 10.22 11.23 10.91 -

Table 2. Design waves with 10-year 
          return period



3. 구조물 구조해석

Table 2에서 고가 가장 크게 나타난 NE 향의 

고 3.64m, 주기 12.83 에 상응하는 월  랑하 에 

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

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상 라펫 형태는 기 

제안된 4가지 형태 (김선신 등, 2011) 에서 시공성이 

가장 양호하다고 단되는 이 베개식 (Double pillow 

type)을 선정하 다. Fig. 4는 월  충돌 시 구조물 거동

을 보여주며, Table 2는 해석결과이다.

Fig. 4. Response of the structure to 
          wave overtopping.

구분 허용인장강도
(N/m)

최대 인장력
(N/m) 안전율 비고

상부막체 466,480 150,328 3.10 

내 압

1 .9 b a r
하부막체 466,480 248,774 1.88 

스트립 991,760 430,654 2.30 

Table 3. Results of the structural analysis

4. 구조물의 제작 및 현장설치

구조물의 구조해석 결과에 의거하여 구조물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장으로 운반하여 조립, 설치하

다 (Fig. 5). 설치된 구조물 제원은 Table 4와 같다. 완

개 후 구조물 상단의 높이는 약 1.7m이다.

Fig. 5. In-situ installation of the DRMP.

구  분 제  원

격납함

하부 (폭2.9mx길이10.0mx두께0.3m)

상부 (폭2.0mx길이9.9mx두께0.1m)

중량 약 11톤

고무막체
상부막체 (폭1.4mx길이9.0mx두께0.024mm)

하부막체 (폭1.2mx길이9.0mx두께0.024mm) 

공기 

흡/배기부

5HP 컴프레셔 (정압8kgf/cm2)

배관 20A pipe + 제어벨브

Table 4. Dimension of the test DRMP

구조물 설치는 2011. 1. 25의 오 에 시작하여 다음날 

오 에 완료하 다. Fig. 6은 완성된 구조물의 모습을 

보여 다. 설치 후 수회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사  수

치해석에서 측한바 로 막체의 팽창  수납이 공기

제어만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6. Views of the completed structure.

구조물 설치 직후 구조물 내습 랑을 측하기 하

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조를 받아 덕산항 방 제 면 

(′′′ ′′′)의 수심 9.5m의 지

에 수압식 고계를 설치하 다.

Fig. 7. Installation of a wave height mether 
        of pressure type.      

본 실해역실험 구조물은 덕산항의 리기 인 삼척

시청에 신청하여 2010. 09. 27에 어항시설사용⋅ 용허

가를 득한 후 설치하 다.



5. 결 론

고무막체 라펫의 실해역 성능을 검토하기 하여 

동해안 삼척시 덕산항에 길이 10m 규모의 실험구조물

을 설치하 다. 구조물의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 까지 

 과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특이한 문제 은 발견되

지 않았다. 오히려 부분의 부품들이 공장에서 제작되

기 때문에 장에서 조립, 설치가 상당히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하나의 요한 성과로 

단된다. 부품을 제작하는 동안 몇가지 물량을 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제작에서는 

이와 같은 들을 십분 반 하여 구조물의 경제성을 제

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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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수로의 수 유출구에 의한 3층류 유동 패턴 해석

 Flow Pattern Analysis of Three Layers of  by Outflow Gates

of  Manifold Channel

김남형1, 우주경2, 이창림3, 송만순4

Nam-Hyeong Kim1,  Ju-Kyung Woo2,  Chang-Lym Lee3 , Man-Soon Song⁴

1. 서     론

최근들어 어항과 항만에서의 워터 론트 개발에 

하여 심이 고조되면서 항만의 방 제를 시으로 한 

여러 리모델링 사업이 국내ㆍ외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항만의 시설을 쾌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해서는, 

무엇보다 항내 해수의 흐름을 악하는 것이 가장 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그  하나로 항내의 해수

수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해수교환방 제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여 히 항 내 안쪽 역은 해수교환

방 제로부터 유입된 해수가 도달하지 못하여 해수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수교환방 제의 이러한 단 을 보

완하고자 다기수로를 도입하 으며 해수교환이 최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수 유출구를 결정하여 유동을 

해석하 다(Kim et al., 2011). 한, 기존에 사용했던 

단층 모델보다 해수 흐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3층류 모델을 제시하 으며, 사용된 수치모델의 해역

으로써 재 해수교환방 제가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주문진항을 선택하 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

해석을 실시하 다. 

2. 기본 방정식
 

Fig. 1. Three_Layers Model

                   

   3층류 모델의 좌표계를 Fig. 1에 나타낸다.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에 3층류 흐름을 용하면, 각 층

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의 식이 된다. 









 
 

 




 






 


 

 
 

 
(1)

여기서, 는 층의 수를 의미하며, 
는  층의 

평균유속성분을 나타내고 는 층의 두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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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 식으로 계산되는 압력이다.

   
  

 

    
  

 

  (3)

는 층에 한 연직방향 유속을 나타내며 표

층의 연속방정식은 식(4), 간층에 한 연속방정식은 

식(5)에 나타낸다. 










   (4)

     

 





 (5)

표층에 한 바람의 마찰력은 아래 식(6)에 나타낸

다. 


   (6)

          

여기서, 는 항력계수, 는 공기의 도, 는 풍속의 

치, 는 풍속성분을 나타낸다. 간층에 해서

는 아래의 마찰력을 고려한다.


 



 

 
∆ (7)

  
     


 



 

 
∆ (8)

여기서, 은 계면의 마찰계수이고, 면층에 해서

는 아래의 면 마찰력을 고려한다. 


  








 (9)          

여기서, 는 해 마찰계수이다.

Fig. 2. Depth of Jumunjin Fishery Port 

Fig. 3. Boundary Condition

3. 다기수로가 설치된 주문진 항의
3층류 유동해석

Fig. 2에 주문진항의 수심도를 나타내었다. 반 인 

항내 수심이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층의 경계면

을 평균해수면으로부터 각각  , 를 기 으로 

3층으로 구분하 다. Fig. 3에는 수치해석의 경계조건

을 나타내었으며, 은 육지경계로써 Slip 경계조건을 

부여하 고, 은 해상경계로써 다음의 식과 같이 주

어진다.

  






   (10)

여기서, 는 입사 의 수, 은 진폭, 은 상, 
은 , , ,  분조의 주기를 각각 나타낸다. 사용

된 조석조화상수는 Table 1에 나타내며, 표층에 한  

바람의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Consti-
tuent

Amplitude


Period


Phase delay


1  6.94 12.4206 91.486

2  1.79 12.0000 120.689

3  4.35 23.9344 1.367

4  4.70 25.8193 320.935

Table 1. The Results of Harmonic Analysis for
              Tide in Jumunjin Fishery Port (MOMAF, 1999)



Fig. 4. Gate Position of Manifold Channel

가상으로 설치한 다기수로는 폭이 5.3, 수심이 2.0

이며, 주문진 항의 형상을 따라 762.1의 길이로 설

정되었으며, 다기수로의 최  수  유동 패턴을 해석하

기 한 수  유출구의 크기, 치 그리고 방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 Upper Layer : 0∼2.6  >

< Intermediate Layer : 2.6∼5.4  >

      

< Lower Layer : 5.4∼bottom > 

Fig. 5. Finite Element Idealization of Jumunjin 

Fishery Port

< Upper Layer >

< Intermediate Layer >

< Lower Layer >

Fig. 6. Velocity Vectors of Jumunjin Fishery 

Port with manifold Channel at Flood Tide

< Upper Layer >



< Intermediate Layer >

< Lower Layer >

Fig. 7. Velocity Vectors of Jumunjin Fishery 

Port with manifold Channel at Ebb Tide

Fig. 5에 각 층의 요소분할도를 나타내었으며, 개별

요소법(DEM)을 이용한 자동요소분할을 실시하여, 유

한요소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김 등, 2010).

다기수로가 설치된 주문진항의 3층류 유동의 수치해

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 결과는 만조와 간조시에 유

속의 흐름으로 나 어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항내 반 인 유속은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항 입구에서는   내외이고, 최강 유속은 표층에

서   내외로 나타났다. 

수치해석 결과, 단층모델일 경우 표층에 유동 패턴만 

알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수심을 3층으로 

나 어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서 각 층의 반 인 유

동 패턴을 좀 더 구체 으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단

층모델과 3층류 모델의 유동 패턴을 Fig. 3에 나타낸 A

과 B 에서의 수치 해석 값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3층류의 수치해석 결과, 특히 표층에는 다기수로의 

직 인 향으로 인하여 항 내 안쪽 역까지 해수교

환이 고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단층 모

델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표층 이하 해수층에서의 유

동 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기수로의 최  수 유출

구를 통하여 해수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 한 확

인 할 수 있었다. 

Fig. 8. Comparsion of Velocity at Point A    

       and B of One Layer medel and 

Three Layers model

4. 요약 및 결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다기수로가 설치된 주문진

항의 3층류 유동 패턴 해석을 수행하 다. 기존의 단층 

모델을 사용했을 때 보다  3층으로 층을 나 어 수치모

델을 사용한 결과 유동의 흐름을 악하는데 있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 이러한 3층류 수치모델은 다층류  모델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구체 이고 정확성이  높은 

유동해석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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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조류에 지 자원분포에 한 연구

A study of tidal current energy resources distribution  around Korean 

Marginal Seas

김신 1, 조홍연2, 시 3 , 정신택4

 Shin Young Kim1, Hong Yeon Cho2 , Si Young Chun3  and Shin Taek Jeong4

1. 서론

1.1 연구배경

인간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이끄는 기반이 곧 에 지이

며, 지 까지 우리는 1차 에 지원의 부분을 석탄, 석

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얻고 있다. 인간의 쾌

한 생활과 수 의 향상  도시의 개발로 말미암아 좀 

더 높은 에 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구의 증가와 산업

체의 생산활동증가등과 맞물려 수요에 지는 증가추세

이나 재  세계는 부존 화석에 지의 한정에 따른 에

지 수 불안정과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로 어려움에 착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총에 지소비량은 233.3백만 TOE(Ton Oil 

Equivalent)이며 수요에 지의 약97%를 수입에 희존하

는 실정이다. 한, 2005년 2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가 발효되어 경제개발 력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은 2008년~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 의 5.6%까지 감축하는것을 의무화 

했다. 우리나라의 CO₂배출량은 2004년 기  5억9천만 

톤으로서 CO₂배출량 총계 세계9 로 나타나 있다. 이

런한 부족 화석에 지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환경문제에 한 극 인 책으로 신재생에 지 

개발에 한 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양은 이러한 자원

문제에 비 할수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보고로 그 가치

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해양에 지 자원의 개발은 차 

심화되고 있다.  지구 인 환경오염문제에 효과 으로 

응할 방안의 하나로서 그 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1.2 해양에 지의 필요성

인류가 사용하는 에 지 근원은 태양이며, 에 지원

의 분류는 에 지원 재생 방법에 따라 화석연료, 물

자원, 수소와 같은 고갈성 에 지와 해류, 풍력, 태양

열 등 과 같은 비고갈성 에 지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1은 에 지의 형태에 따라 고갈성 에 지와 비고

갈성 에 지로 분류하 으며, 자연 에 지의 부분은 

해양에 지로 존재한다.

Table 1.  고갈성, 비고갈성 에 지에 한 분류

1 발표자 : 원 학교 학원 토목환경공학과 / 석사과정 / ksy27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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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교수 / stjeong@wonkw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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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종류 에너지의 형태 적절한 장소
조 석 해면상하운동에 

수반된 위치에너지 조차가 큰 장점
해류 및 

조류
해수유동에 의한 

운동에너지 흐름이 강한 지점

파 랑 파랑의 위치 
운동의 양쪽에너지

파고의 평균치가 
높은 지점

해양열 해수온도의 
연직방향 온도차

표면해수온도가 
높은 해역

염분 농도 염분의 위치에 
의한 농도차

담수가 있는 
하구역

공간 이용 해상:풍력, 태양
해중: 바이오메스 -

이점 문제점
에너지의 변환효율이 

비교적 좋음
시간 시기적인 변동이 

크다
지리적으로 편재되지 않음 해안 등 벽지에서 발전 

가능하여 계통연결의 문제
청정에너지 - 저탄소 

녹색성장
이용 가능량이 적고 

한계가 있음
무한동력 - 밀도가 

비교적 높음
해중 설비나 부식대책 

등으로 비용 고가
지속가능한 개발 및 성장 사기업이나 개인의 사업화 

어려움

해양에 지는 열에 지나 태양 에 지 등에 비하

여 에 지 변환효율이 높고, 자연에 지 에서 비교  

에 지 도가 높으며, 무한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 미래

에 지원으로서 많은 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Table 2에는 해양에 지의 종류와 형태에 하여 분류

해 보았다.

Table 2.  해양에 지의 종류  형태에 한 분류

한, 해양에 지는 그 양이 워낙 방 하여 고갈되지 

않는 에 지이며, 해양이나 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온

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 지이다. Table 3에

서는 해양에 지의 이 과 문제 에 해 비교하 다.

Table 3.  해양에 지의 이 과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조류발  후보지별 발

량을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

료를 바탕으로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조화상수를 결

정한 후 조류발 량을 산정하 다.

2. 조류발전

2.1 조류에너지
조류발 은 해수의 빠른 흐름 즉, 해수의 운동에 지

를 이용하여 기를 생산하게 된다. 조력발 이 을 

설치하여 조지를 조성하고  양쪽의 수  차를 이용하

게 되는 반면, 조류발 은 자연 인 해수의 흐름을 이

용하는 방식이므로 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조류발

에 사용되는 수차발 기의 종류는 로펠러식, 다리우

스식, 사보니우스식과 이들의 변형 는 개량형태의 수

차발 기들이 개발되어 있고  수차발 기의 설치 방법

에 따라 부유식, 착 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세계 인 조력, 조류에 지 

부존지역으로 서해안에서는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

력발 , 남해안에서는 지형 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강

한 조류를 이용한 조류발 이 유망하다. 국내 조류에

지는 매우 풍부하며, 인천  서해안과 남해안에 빠른 

조류가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 세계 으로 조수간

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며, 우리나

라는 조류발  개발의 최 지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래 친환경 에 지산업으로 연구 이지

만 조류발 소를 건설했다고 공식 발표한 나라는 국

과 한민국뿐이다. 조류발 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유속을 이용하여 에 지를 생산하는 발

으로 지형 인 향으로 해류의 속도가 높은 지역에 

용이 가능하다. 날씨나 계 에 상 없이 항상 발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에 지이다. 한, 조류발 은 

수지를 확보하기 해 을 막을 필요가 없고, 선박의 

운항과 어류의 이동이 자유스러운 등 조력발 방식에 

비하여 생태계에 향이 은 환경 친화 인 신재생에

지 시스템이다. 그리고 공기와 해수의 도차가 약 

900배 이므로 상 으로 작은 수차를 사용하더라도 

풍력보다 더 큰 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단  시간당 조류 에 지량(조류 동력, Power, P)은, 

운동에 지식으로부터

 




 




 
 


  


 

가 된다. 여기서,  : 해수의 질량,  : 유속( ),  : 

시간,  :해수의 도,  : 해수의 부피이다. 이 식에 

해수의 도      mks 단 계를 용하

여 단 로 표 하면

    

가 된다. 즉 단  시간당 조류 에 지량은 유속의 3제곱

에 비례한다. 수로에서의 유속이 내외인 곳에서

도 발 이 가능하나 통상 를 과할 경우 조류

발 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년간 에 지 도는




















 

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는 주, 는 일, 
는 시간이다.

2.2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조류발 에 사용될 수 있는 터빈으로 1931년 

Darrieus가 개발한 원통형의 새로운 반동수차

(Darrieus 수차)는 평이한 모양과 유속이 은 경우에

도 높은 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과 수차의 지

름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넓은 면을 유지할 수 있다

는 에서 심을 받았으나 회 에 의한 맥동 상과 상

으로 낮은 효율 때문에 실용화 되지 못하 다.

1994~1995년 Gorlov는 다리우스 수차의 단 을 극

복하고 장 은 그 로 살릴 수 있는 Helical 수차(Fig. 1 

참조)를 개발하 다. 이 수차는 나선형 배열의 축차 날

을 가지고 있으며 유속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속도로 

일정하게 회 하며, 흐름의 방향에 계없이 한쪽 방향

으로만 회 된다. 그리고 회  시 진동이 작고 고속 회

 시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없고 느린 유속이나 풍

속에서도 작동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울돌목 

조류발 소에서도 이 수차를 활용하고 있다.

Fig. 1 Helical 터빈

국의 Marine Current Turbine(MCT) 회사에서는 

풍력발 용 터빈을 조류발 에 용한 300 kW  조류

발 기를 2002년 Northern Devon 연안에 설치하 고, 

2006년까지 상용화한 후 2010년까지 300 MW를 설치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Blue Energy사는 조류발 용 터빈을 개발하여 

Devon 연안에 2002년 1월 설치한 바 있으며, 노르웨이

의 Hammerfest Strøm AS에서는 피칭제어가 가능한 

300 kW 블 이드와 수 형 시험 조류발 기를 2003년 

설치하여 실증실험을 하고 있으며, 터빈을 개량하고 최

화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East River project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8

년까지 260억원 ($20million)을 투자하는 형 로젝

트로서 뉴욕 해역에 부존되어 있는 조류에 지를 개발

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력산업연구개발사업으로 2002년부터 

“화력발 소의 해수방류수를 이용한 수력발 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2002.10.1-2004.5.31)”과제를 수행하

다. 이 선행 타당성 조사 연구를 통하여 하동화력, 보

령화력은 조류력 발 에서 이용하고 있는 조류식 수차

(stream turbine)를 용하는 것을 추천하 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울돌목에 조류발 시스템을 설치

하여 시험 이며, 국내외 으로 조류발 을 한 수차 

 구조물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해양연구원은 20 

kW  조류발  실험 장치를 설계ㆍ설치하여 성공리에 

실해역 실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1 MW (300 kW 3 ) 

조류 시험발 소 건설을 한 구조물 기본설계, 설치 

해역 조사, 최  시스템 결정을 한 타당성 검증 연구

가 완료 되었고 재 설치 에 있다. 

한편, 공업에서는 MW  단지용 조류발 시

스템을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개발 이며, 재 

울돌목, 장죽수도를 상으로 최  후보지 선정을 검토

이다.

3. 조류 자료 분석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류 자료  12개 지

에 한 2010년 1월의 자료를 취득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12개 지 에 한 정보는 Table 4와 같으며, 

Fig. 2는 진도의 2010년 1월 시계열 자료  동서방향, 남

북방향, 스틱 롯을  도시한 것이다.  Table 4에는 조류 

조화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 고, 결과에 한 조류타

원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진도의 조류 시계열 자료(2010년 1월)



Fig. 3 진도의 조류 타원도(2010년 1월)

본 연구에서는 1달 는 2달의 조류자료를 획득하여 

조화분석을 실시한 후 특정해역의 연간 조류에 지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Location Item
The Harmonic constituents

   

1
34°14′41″N, 

125°55′03″E

amplitude
(cm)

124.687 75.567 24.397 24.536

pha(deg) 313.57 355.43 197.45 298.49

2
34°13′56″N,

125°53′08″E

amplitude
(cm)

175.330 60.557 17.318 14.577

pha(deg) 101.18 9.60 196.56 258.95

3
34°12′21″N, 

125°54′18″E

amplitude
(cm)

148.101 64.659 27.597 17.603

pha(deg) 110.47 4.08 185.15 299.26

4
37°46′15″N, 

126°19′53″E

amplitude
(cm)

187.375 73.227 12.053 7.084

pha(deg) 241.76 169.97 244.22 345.98

5
34°34′20″N,

126°04′13″E

amplitude
(cm)

352.045 154.991 37.404 24.458

pha(deg) 60.71 320.60 137.51 265.76

6
37°41′48″N,

126°22′31″E

amplitude
(cm)

81.487 38.539 7.532 5.237

pha(deg) 236.19 135.27 259.08 319.08

7
37°38′20″N,

126°21′11″E

amplitude
(cm)

124.284 52.140 10.362 6.728

pha(deg) 235.18 135.76 233.23 335.66

8
37°42′35″N,

126°15′46″E

amplitude
(cm)

102.214 40.271 7.026 4.323

pha(deg) 223.84 152.14 223.97 334.58

9
34°15′43″N,

126°36′21″E

amplitude
(cm)

133.614 49.244 16.511 12.425

pha(deg) 69.48 304.66 305.62 62.46

10
34°24′21″N,

126°04′13″E

amplitude
(cm)

126.469 68.887 20.863 20.180

pha(deg) 87.88 330.49 162.62 277.94

11
34°21′18″N,

126°04′44″E

amplitude
(cm)

138.415 50.701 17.874 14.196

pha(deg) 80.98 335.80 148.40 272.20

12
34°16′09″N,

126°33′51″E

amplitude
(cm)

110.290 53.750 22.511 13.817

pha(deg) 236.57 131.45 316.86 78.82

Table 4. 조류자료 분석 지  정보  분석 결과

4. 결론 

12개 지 의 조류자료를 조화 분석한 결과치를 이용

하여 추후 최  발 량을 산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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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 해수 방수로 조류식 발  시스템에 한 연구

Study on the Tidal Current Hydro Power System at the Outfall of Power Plant

조건 1, 김정 2, 시 3, 정신택4

 Gun Young Cho1, Jeong Dae Kim2 , Si Young Chun3 and Sin Taek Jeong4

1. 서론

발 소를 가동하는 동안 냉각수로서 해수를 사용하

는 과정에서 형 취배수 구조물을 이용하는데 냉각수 

방류는 Box Culvert 혹은 개수로 형태의 구조물로서, 

온배수 방수로에는 유속 2 m/s 이상의 빠른 흐름의 수

로가 존재하여 수력발 을 꾀할 수 있다.  

삼천포, 하동, 보령, 당진 등 국내 형 화력발 단지

에서 냉각수로 사용되고 방류되는 해수는 약 150 m³/s

로 약 3,000 kW 이상의 수력에 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재 활용되지 못하고 그 로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어 

이에 한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화력발 소 온배수의 원활한 배수를 한 설계 

낙차와 함께 남서해안의 조 변화에 따른 낙차로 인하

여 온배수 배수로에서 고유량, 고유속의 흐름에 지가 

존재한다.

이들 발 소 방류구에서는 연  방류량이 일정하여 

이를 이용할 경우 연  일정한 력을 생산할 수 있고 

발 량 한 매우 크다. 일반 인 발 방식으로는 상하

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 개발방식이 있다. 이 방식

은 발 효율은 높으나, 소형 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냉각계통에 향을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일반 해양의 조류력 발 과 유

사한 흐름에 지를 이용하는 발  방식의 기술  타당

성을 검토하 다.

발 소 냉각수 배수로는 흐름조건이 비교  균일하

고, 랑 내습이 없으며, 부유사, 해조류, 부유물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연 해양조건보다 조류력 

발 에 매우 유리하나, 수심이 낮고, 순환수 계통에의 

향으로 다수의 수차를 설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온배수 배수로를 상으로, 인공수로의 균

일하고 양호한 흐름조건에 합한 보다 경제 인 수차

를 개발하고, 발 량을 증 하기 한 수차 배치 기술, 

수차발 기의 지지구조물의 설계 기술  계통에의 연

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시험용 조류발 시스템을 제작하여 조류식 수차

의 성능  체 수력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발

생되는 문제 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  용 여건이 가장 좋은 온배수 배수로에 조류

발 시스템을 지속 으로 운용하며, 조류력 수차의 성

능개선 등 기술의 발 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목 을 

하여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조류식 수차(해양연

구원)  력변환장치( 기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활

용하여 장 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발 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연구개발 단계 던 조류력 

발  기술의 상업화를 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 환경 인 측면으로 온배수의 

문제와 거품발생의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기존에 

형 화력 발 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되고 방류되는 온

배수는 그 로 해양으로 방류되지만 환경 인 측면을 

우려하여 수력 발 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수력 발 에 

사용되는 터빈으로 인하여 방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온배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거품 문제 역

시 같은 원리로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이 처럼 발 소 

수력발 은 산업 ‧ 경제 인 측면으로 청정에 지로

서의 수력발   해양에 지의 장 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 조류식 발 시스템의 

장 용을 통하여 부존자원 없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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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정에 지  체에 지에 한 투자를 통한 사

회 인 기여와 미활용 에 지의 회수를 통한 발 회

사의 원가 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만족 시킬 수 

있다. 정책 인 측면으로는 국내 기술을 이용함으로

써 련 산업 발 에 기여하고, 미활용 에 지를 활용

함으로써 발 회사의 원가 감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동 화력 발 소 배수로를 상으로 방

류수의 수력에 지 개발을 하여 조류식 발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다. 화동 화력발 소에서는 과거 1‧2

호기 , 3‧4호기  5‧6호기의 방수로와 재는 7‧8호기

를 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7‧8호기 배수로에 시험 

설치 정인 조류식발 시스템의 실용화를 하여 실

규모 시험설비를 제작 설치하고 시험운 함으로써 성

능  효과, 개선 을 악하여 최  개발 방안을 정립

하고자 한다.

그림 1. 하동화력 7․8호기 배수로 경

그림 2. 배수로 계통도

본 연구는 Flow-3D 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동 화력 

발 소에 설치 될 7‧8호기의 합단면을 검토하 다. 

그림 1은 하동화력 7~8호기 배수로 경사진이며, 배수

로 계통도를 그림 2에 제시하 다. 그림 3은 조류식발

 시험설비를 설치할 OPEN CHANNEL부 단면도이

며,  그림 4는 조류식발  시험설비 모식도이다.

그림 3. OPEN CHANNEL부 단면도

그림 4. 조류식발  시험설비 모식도

2. 3차원 모의 실험

2.1 Flow-3D의 수치기법
 조류식 발 설비 용에 따른  7․8호기 순환수 계

통 향을 검토하기 하여 Flow-3D 모형을 사용하

다.  이 모형의 지배 방정식으로는 연속방정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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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연속체로 정의된 방정식을 컴퓨터로 해석하기 해

서는 이의 차분화가 필요하며 차분화하는 방식은 크게 

유한요소법 (FEM, Finite Element Method)과 유한차

분법(FDM, Finite Differential Method)으로 나  수 있

다. FLOW-3D는 기본 유한차분방식에 FAVOR를 도입

한 유한체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역을 작은 격자

(Mesh)로 나  후, 이 격자 단 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격자에 해서 주어진 압력에 한 다음 시간

에서의 속도를 구하며 이 속도를 이용하여 Poison 방정

식형태의 압력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 다시 속도를 교

정하고 그 후에 자유표면의 해석이 요구될 때는 VOF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5는 FLOW-3D에서 사용하는 유한체 법(FVM, 

Finite Volume Method)에서 계산되는 물리량을 간략

하게 표시한 것이다.

• 해 석  영 역 을  작 은  c e l l 로  나 누 고  각  c e l l 에  대 해 서  비 선 형  방 정 식 을  해 석

X

Y

Z

U

W

N o r m a l ,  T a n g e n t i a l  S t r e s s

P r e s s u r e ,  T e m p e r a t u r e ,  F l u i d
f r a c t i o n ,  b o d y  f o r c e ,  . . .

V e l o s i t y ,  s t r e s s ,  f l u x ,  . . .

C o n t r o l  V o l u m e

그림 5. FLOW-3D에서 사용하는 유한체 법(FVM)

에서 계산되는 물리량

2.2 수치모형의 수립
기 조  는  

   고극조 (H.H.W.L) : EL.(+)2.358 m

   평균해면(M.S.L.) : EL.(-)0.355 m

를 기 으로 하 으며,  해수방류량은 7․8호기(시설

용량 : 500MW×2기)를 상으로  최 (하계시) 24 

  × 2기 = 48  (172,800 t/hr)로 하 다.

2.3 지형 및 구조물 모델링
3차원 수치해석을 해서는 반드시 지형  구조물

의 형상을 3차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 지

형측량 자료  도면을 기 로 하여 FLOW-3D 입력 자

료 형태인 STL (Stereolithography) 형식으로 작업하여

야 한다. 3차원 모델링은 형상의 난이도에 따라 수 시간

에서 수주의 작업을 요하는 과정이며, 경우에 따라 해

석의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모델링시에는 해석의 목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조물의 도면과 동일하게 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은 시간

과 노력의 낭비가 되므로 해석에 향을 주지 않거나, 

고려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세히 모델링을 하지 않는

다.

하동화력 7․8호기 순환수는 DISCHARGE　BOX 

CULVERT부와 OPEN CHANNEL부를 경유해서 류

지로 방류된다. DISCHARGE　 BOX CULVERT, 

OPEN CHANNEL, SEAL WELL, 조류식발  시험설

비는 그려진 2차원 도면을 가지고 3차원 캐드 작업을 

실시하여 3차원 솔리드로 변환하 다. 이 과정을 해

서 본 과업에서는 미국 UGS사의 솔리드에지를 사용하

다.

각 수치모형 실험의 조건은 표 1에 정리하 다. 조류

발  시험설비 설치  재 은 평균해면과 고극조 시

에 실시하 다. 체 역에 비해 조류발  시험설비가 

매우 정교하여 그 로 계산에 반 하기에는 사실상 불

가능하여 다공매질(porous medium) 형태로 반 하

다. 조류발  시험설비의 공극율은 3․4호기 조류식발

 시험설비 계통 향 분석에서 용한 82.8%를 용

하 다.

Case
조류발  시험설비 

설치유무
기 조

해수

방류량

1  설치 고극조

EL.(+)2.358 m
48 

2  설치후

3 설치 평균해면

EL.(-)0.355 m4 설치후

표 1. 수치모형실험 조건

 

 

한편,  7․8호기 배수로 지형을 재 한 결과는 그림 

6, 7과 같다.

그림 6. Seal well부



그림 7. 조류식 발  시험설비 설치부

3. 결론

내부계통 향 검토를 하여 실험의 조건에 따른 결

과를 정리하 다. 특히 실험조건에 따른 SEAL WELL

부의 수   유속변화를 검토하 다. 그림 8은 상

역에 SEAL WELL부 수 (유속) 측정 치와 SEAL 

WELL부 검토를 A-A단면과 B-B단면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8. SEAL WELL부 수 (유속) 측정 치도

Case 1에 하여 단면 A-A에서의 수   유속분포

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Case1 A-A 단면 수   유속분포

 

 수치모형실험 결과 고극조 시 조류발  시험설비 

설치후 SEAL WELL부에서 0.023 m 수 상승과 0.156 

m/s의 유속감소가 나타나며 표 2에 정리하 다.

수치모형실험 결과 평균해면시 조류발  시험설비 

설치후 SEAL WELL부에서 0.039 m 수 상승과 0.119 

m/s의 유속감소가 나타난다(표 2 참조). 

 수 변화는 펌 가동에 따라 일시 으로 수 가 상

승되는데 최  EL.(+)5.0 m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부지

높이 EL.(+)6.0 m를 과하지는 않으며, 조 조건이 빈

도수가 아주 작은 고극조 이므로 내부계통의 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 조
고극조

EL.(+)2.358 m

평균해면

EL.(-)0.355 m

조류발

시험설비

설치 설치

후

설치 설치

후

Case 1 2 3 4

수 (m) 3.915 3.938 2.725 2.764 

수 상승(m) 0.023 0.039 

유속(m/s) 1.949 1.793 3.529 3.410 

유속상승(m/s) -0.156 -0.119 

표 2. 수치모형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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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발  수평축터빈용 Shroud의 형상에 따른 유동특성 연구

A Study on Seawater Flow Characteristics for Various Shroud Shapes in  

a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 

김종원1, 최유 2, 이상호3

 Jong Won Kim1, Yu Hyun Choi2 and Sang Ho Lee3

1. 서     론

최근에 이르러 화석에 지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에 응하기 하여 신ㆍ재생에 지 개발에 한 필

요성이 세계 으로  두되고 있다. 신ㆍ재생에 지

의 한 분야로 해양에 지는  청정도  경제성이 월등

하여 세계 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해양에

지  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에 지를 이용한 조

류발 은 발 시간이 일정하며 발 량의 측이 가

능하고 계 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세계 으로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발

용 터빈은 터빈을 회 시키는 축의 방향에 따라 수평

축터빈(HAT: Horizontal Axis Turbine)과 수직축터

빈(VAT: Vertical Axis Turbine)이 있으며  수평축터

빈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조류조건에 유리하고 

수직축 터빈은 흐름의 방향이 자주 변화하는 조류조

건에 유리하다.

 국내외의 조류발 에 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

면 국내에서는 삼천포 방수로 조류발  시스템이 국

내 최 로 HAT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울돌목에 

1MW  VAT방식이 설치되었다. 조철희 등은 덕트

길이에 따른 유속분포를 해석하여 조류발  성능을 

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MCT사는 로터와 워

트 인을  해수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

했으며 Lunar Energy사는 착 식 형태로 해류가 퍼

을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David L. F. Gaden은 diffuser의 유무, diffuser의 

각, 길이의 비에 한 로터의 효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 다. 해 에 흐르는 조류의 속도는 해  환경

에 따라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

어하기 해서 터빈 주 에  shroud 설치가 필요하

다. 다양한 해  환경에서 터빈의 최 효율을 찾기 

해서는 최 의 shroud형상을 비교하여  분석해야 하

지만 아직까지 shroud형상에 한 연구 자료가  충분

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shroud의 형상을 다양화

하여 내부의 유동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 용 터빈의 여러가지 형태

의 shroud를 일정한 조류 속도에서  유동해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조류발 용 수평축터빈의 shroud형상

에 따른 유동장 특성에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조류발  수평축터

빈용 shroud내의 유동은 정상상태의 난류유동으로  

해수가 shroud외부에서 내부로 일정한 속도로 유입

되는 경우이다. 이에 련된 해수 유동의 지배방정식

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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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Shroud geometry

        Table 1. Shroud dimensions 

Fig. 2. 3-D CAD model for nozzle-diffuser           

                   shroud

연속방정식 :




 

운동량방정식 :













′′

 

난류운동에 지  소산율 방정식 :




  














 




  
























2.2 경계조건 및 유체의 물성치

유체(해수)의 이동 속도는 1.5m/s로 설정하 고 

물성치는  290K를 기 으로 도와 도를 각각 

1030kg/m3 과  0.019Paㆍs 의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

다.

2.3 해석기법

본 해석에서는 일반 인 SIMPLE 알고리즘을 용

한 유한체 법이 사용되었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시

스템은 체 으로 약 50 만개의 직육면체격자로 이

루어져 있으며 모든 계산은 웍스테이션  PC (intel 

quad core)에서  이루어졌다. 각 형상별 계산시간은

(CPU time)은 약  4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2.4 Shroud 형상

조류발 용 수평축 터빈의 Shroud형상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경우로 나 어 분석하 다. 

(1)  nozzle-diffuser 

(2)  cylinder-diffuser 

(3)  nozzle-cylinder 

(4)  nozzle 

(5) diffuser 

(6) cylinder 

 각각의 기하학  형상과 련된 수치 값은 Fig.1과 

 Table 1에 나타나 있다.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hroud의 체길이는 

4m로 가정하 다. 이와 련하여 입구와 출구의 직

경은 노즐과 실린더 형상에서 2m, 디퓨져에서는 3m

로 설정하 으며  shell의 두께는 0.2m로 정하 다.

3. 해석결과 및 검토

Fig. 3∼4는 각각 cylinder-diffuser형상과 

nozzle-diffuser형상에 한 유체의 속도 분포를 나타

냈으며,  shroud안의 최  유속은  Table 2에 기술되

었다. Shroud의 형상은 nozzle-diffuser, 

cylinder-diffuser, nozzle-cylinder, nozzle-cylinder, 

nozzle, diffuser, cylinder 순서로 최  유속이 증가

되었다. Shroud형상 변화에 따른 최  유속의 변화 

는 cylinder에서 nozzle-diffuser로 변화할 때 1.3m/s, 

diffuser에서 nozzle로 변화할 때 0.01m/s로 각각 최

 유속 변화량의 최고값과 최 값을 보 다. 한 



Shroud geometries
Shroud 내의 최 유속

(m/s)

nozzle-diffuser         2.8

cylinder-diffuser         2.35

nozzle-cylinder         1.8

nozzle         1.54

diffuser         1.53

cylinder         1.504

   Fig. 3. Velocity distribution in cylinder-diffuser 

   Fig. 4. Velocity distribution in nozzle-diffuser

   Fig. 7. velocity distribution in cylinder-diffuser 

         with rotor

 

    Fig. 6. Variation of velocity at center

            line in cylinder-diffuser

      Fig. 5. Variation of velocity at center

              line in nozzle-diffuser 

최  유속을 입구직경 2m와 출구직경 3m인 

diffuser와 cylinder-diffuser를 비교해보면 

cylinder-diffuser에서 2.35m/s, diffuser에서 

1.53m/s로 cylinder-diffuser에서 상 으로 크게 

나타났고 동일하게 nozzle과 nozzle-cylinder를 비

교해보면 nozzle-cylinder형상에서 1.8m/s로 더 

큰 최  유속이 나타났다. 이는 shroud 내경을 유

동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시킬 때 보다 격히 변

화시킬 때 shroud 내의 유속이 크게 변화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Table 2. Maximum velocity in each  shroud

   

 한 cylinder-diffuser의 경우 유동방향으로 

cylinder 부분의 부분 역에서 최  유속이 형성

된 반면  nozzle-diffuser의 경우 내경이 최소인 치

에서 국부 으로 최  유속이 형성되었다. 

Fig. 5는 nozzle-diffuser에서 심선을 따르는 유속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유속의 최 값과 최소값은 각

각 1.87m/s, 1.1m/s로서 0.77m/s 차이의 격한 변

화를 나타냈다. 반면  Fig. 6의 cylinder-diffuser에서

최 값과 최소값은 각각 2.21m/s, 1.82m/s로 

0.39m/s차이를 보이며, 체 으로 완만하게 변화 

하면서 비교  높은 유속 분포를 이루고 있다.  



     Fig. 8. velocity distribution in nozzle-diffuser 

                       with rotor

Fig. 7은 cylinder-diffuser에서 rotor를 설치한 경우

에 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한 것으로 Fig. 8의 

nozzle-diffuser와 비교할 때 비교  넓은 범 에서  

유속 변화가 발생하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류발 용 수평축터빈에 shroud

를 설치하 을 때  유동장 특성을 산해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shroud형상 별 최  유속을 

포함한 유체 유속 분포 변화를 분석하 고 rotor설치 

후 유속분포의 변화를 측하 다. shroud 내 유체의 

최 유속은 해수의 이동속도 1.5m/s와 비교할 때 

nozzle-diffuser에서 1.9배,  cylinder-diffuser에서 

1.6배, nozzle-cylinder에서 1.2배로 증가되었고, 

nozzle, diffuser, cylinder에서의 변화는 상 으

로 미미한 편이다. Rotor 설치 후 shroud안에서의 

최  유속은 cylinder-diffuser의 경우 3.0m/s까지 증

가하 지만  nozzle-diffuser에서 최  유속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류발 용 수평축

터빈의 shroud의 기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효율 인 시스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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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주형 력발 구조물의 최 형상 검토

Discussion on Optimal Shape of the OWC Wave Power Generation  Structure 

박정 1, 백동진2, 조 성3, 김도삼4

Jung Hyun Park1, Dong Jin Baek2, Sung Cho3and Do Sam Kim4

1. 서     론

 최근 생산비용을 감하고 고 도의 해양에 지발 시스

템을 구축하기 한 다양한 근이 시도되고 있다. 방재와 

랑에 지의 이용이라는 두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가

장 효율 인 에 지의 흡수장치로 리 알려 있는 력발

장치인 진동수주형(OWC, Oscillating Water Column) 

력발 시스템은 ‘ 랑 → 1차변환 → 2차변환 → 발  

→ 송  → 력이용’ 과 같은 순서로 랑의 치에 지

와 운동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시스템

이다. 진동수주형에 의한 력발 시스템의 특성을 규명하

기 하여 압축공기의 거동을 이론 으로 모델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이 수리실험 혹은 지실증

실험에 기 하고 있고, 수치 인 근은 거의 수행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등(2011)의 결과를 기 로 하여 구조물

의 형상에 따라 공기터빈에 직  작용하는 압축공기의 흐

름속도의 변화를 3차원수치실험으로부터 검토하며, 이로부

터 진동수주형 력발 구조물의 최 형상을 논의한다.

 해석에서는 기체와 액체의 혼상동 상을 동일한 지배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이상류(二相流) 수치모델에 기 한 3

차원수치 동수로를 용하 다. 

2. 수치해석의 이론

2.1 기초방정식

 서로 혼합되지 않는 성·비압축성의 혼상의 Newton유

체를 고려하여 단일유체모델을 용하면 혼상의 유체는 

다음의 연속방정식(1)  운동방정식(2)로 기술될 수 있다.

∇⋅                                        (1)




⋅∇  


∇

∇

∇

        (2)

  여기서, 는 유속벡터, 는 압력, 는 력가속도, 는 

도, 는 동 성계수, 는 수치조 를 한 소스항을 각

각 나타낸다. 의 식에서 도   동 성계수 는 기

체 혹은 액체를 결정하는 공간과 시간의 함수이다. 즉, 서

로 다른 유체(액체와 기체)는 도와 성을 고려함으로써 

동일한 운동방정식에 의해 표 된다. 이상의 기 방정식을 

교호격자를 이용한 유한차분법에 의해 해석하 다. 경계조건

으로는 서로 혼합되지 않는 2상류의 유체운동을 고려하고 있

으므로 액체만을 고려하는 단상류의 경우와 달리 자유수면의 

경계조건이 불필요하게 되며, 계산 역의 최상단에서는 압력

의 일정조건을, 수로의 바닥  측면경계를 처리하기 하여 

불투과조건과 slip조건을 각각 용하 다. 

3. 수치해석결과

 본 에서는 3sec에서 10sec 주기를 가진 규칙 를 수심 10m

의 3차원수치 동수로에서 각각 조 하여 상류측에서 하류측

으로 100m 지 에 설치된 진동수주형의 력발 구조물의 

공기실을 통해 유⋅출입하는 압축공기의 흐름속도와 력발

구조물 형상의 계를 검토하 다. 실험에 사용된 3차원수

치 동수로는 길이 160m, 높이 20m, 폭 1.5m인 직사각형수조

로서, 랑유입구 높이 D, 공기실 폭 A, 랑유도  길이 I, 해

면 경사 ϕ, 공기실 경사 Ɵ와 주기 T를 변화시켜 압축공기의 

속도를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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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 Definition sketch of the 3-dimensional wave tank with 
power            generation system

 실험에 사용된 3차원수조에서 공기의 유⋅출입이 가능하도

록 유수실의 최상단부에 공기실을 설치하 고, 그 높이를 2m, 

폭을 1.5m인 직사각형단면으로 용하 다. 입사 랑의 제원

은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유의 고 0.5m~2.0m, 력발 을 

한 실해역 의 주기는 4~6sec(최와 이,2007)를 고려하여 

유의 고 2m, 유의주기 3~10sec의 단주기 랑을 각각 조 하

다. 

3.1 파랑유입구의 높이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공기실 폭 A를 6m, 랑유도 의 길이 I를 0m, 해 면의 경

사 ϕ를 0°, 공기실 경사 Ɵ를 90°로 고정시키고, 랑유입구 높

이 D의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의 속도변화를 검토하 다.

Fig.2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D  

  Fig. 2에 주기 T에 한 압축공기의 최 흐름 속도를 랑유

입구 높이 D를 4m, 5m, 6m, 7m, 8m에 해 나타내었다. 체

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주기가 짧은 경우에 작

은 공기의 속도를 나타내며, 주기가 길어질수록 최 공기속도

가 증가하다가 특정주기에서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낸다. 

한, 력발 을 한 실해역 의 주기인 4~6sec에서 랑유

입구의 높이가 8m의 경우에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내지만, 

주기가 8~10sec에서 랑유입구 높이 D가 작을수록 압축공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내었다.

3.2 공기실의 폭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3.1 의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랑유입구 높이 D를 

8m, 랑유도 의 길이 I를 0m, 해 면의 경사 ϕ를 0°, 공기실 

경사 Ɵ를 90°로 고정시키고, 공기실 폭 A를 라미터로 하여 

주기 T의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의 최 속도변화를 검토하

다.

Fig.3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A 

 Fig. 3에 공기실 폭 A가 1m, 3m, 6m, 9m 인 경우에 주기 T에 

한 압축공기의 최 흐름속도를 나타내었다. 체 인 결과

를 살펴보면, 주기가 길어질수록 최 공기속도가 증가하다가 

특정주기에서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낸다. 한, 공기실 폭 

A가 클수록 압축공기의 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력

발 을 한 실해역 의 주기인  4~6sec에서는 공기실의 폭 

A가 6m인 경우가 9m인 경우보다 약간 빠른 공기의 속도분포

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4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D/h 

 공기실의 폭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의 최 속도 변화를 기

로 Fig. 4에 공기실 폭 A=6m와 장 L의 비의 변화에 따른 최

공기속도의 변화를 Fig.4에 나타내었다. 이 때, 라미터는 

D/h=0.5, 0.6, 0.7, 0.8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A/L의 비가 

0.08~0.12에서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L의 비가 0.08지 에서는 D/h의 비가 

0.5의 경우에 최 공기속도를 나타내며, 0.12지 에서는 D/h

의 비가 0.8의 경우에 최 공기속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최 풍속이 나타나는 조건은 입사주기의 향이 지배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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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랑유도관의 길이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3.1   3.2 의 결과로부터 랑유입구 높이 D를 8m, 공기

실 폭 A를 6m, 해 면의 경사 ϕ를 0°, 공기실 경사 Ɵ를 90°로 

고정시키고, 랑유도  길이 I를 라미터로 하여 주기 T의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의 최 속도변화를 검토하 다.

Fig.5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I 

  Fig. 5에 I=0m, 3m, 6m, 9m의 경우에 주기 T에 한 압축공

기의 최 흐름속도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주기가 

3~6sec에서 랑유도 의 길이가 작을수록 압축공기의 최

속도가 빠르며, 랑유도 이 없는 경우 최 흐름속도가 나타

나지만, 주기가 7~8sec의 경우 랑유도 의 길이가 길수록 

압축공기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3.4 해저면의 경사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랑유입구의 높이 D, 공기실의 폭 A, 랑유도 의 길

이 I에 한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랑유입구

의 높이 D를 8m, 공기실의 폭 A를 6m, 랑유도 의 길

이 I를 0°,  공기실 경사 Ɵ를 90°로 고정시키고, 랑에 지 

흡수율 증가를 해 해 면의 경사 ϕ를 변화시켜 압축공기

의 최 속도변화를 검토하 다.  

 Fig.6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ϕ

 Fig. 6에 ϕ=0°, 11°, 22°, 31°의 경우에 주기 T에 한 압축공기

의 최 흐름속도를 나타내었다. 체 인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주기가 짧은 경우에 작은 공기의 속도를 나타

내며, 주기가 길어질수록 최 공기속도가 증가하다가 특정주

기에서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낸다. 한, 해 면 경사 ϕ가 

클수록 압축공기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내지만, 주기가 7~9sec

에서 해 면 경사 ϕ가 클수록 압축공기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

났다.

3.5 공기실의 경사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Fig.7 Definition sketch of the 3-dimensional wave tank with power  
          generation system

 랑유입구의 높이 D를 8m, 공기실의 폭 A를 6m, 랑

유도 의 길이 I를 0m, 해 면 경사 ϕ를 0°로 고정시키고, 

Ɵ를 라미터로 하여 주기 T에 한 압축공기의 최 흐름속

도를 검토하 다. 공기실 경사는 력발 형식  지반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 면 경사를 포함한 경우(Ɵ)와 해 면 경사

를 제외한 경우(Ɵʹ)로 나 어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Fig.8 Maximum air velocity in air chamb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Ɵ,Ɵʹ
 Fig. 8에 Ɵ=Ɵʹ=30°, 45°, 60°, 90°의 경우에 주기 T에 한 압

축공기의 최 흐름속도를 나타내었다. 공기실 경사 Ɵ의 경우 

주기가 3~5sec에서 경사가 가 를수록 큰 공기속도를 나타내

지만, 주기가 7~9sec에서는  Ɵ가 30°인 경우를 제외한 45°, 60°, 

90°의 경우에서는 공기실 경사가 완만할수록 큰 공기속도를 

나타내었다. 한, 공기실 경사 Ɵ가 30°인 경우 압축공기속도

가 증가하 다. 공기실 경사 Ɵʹ의 경우 공기실 경사 Ɵ의 경우

보다 체 으로 압축공기의 속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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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압축공기속도의 변화

 본 에서는 앞에서 산출된 구조물의 최 형상을 용하

여 반사율과 압축공기속도의 계를 나타내었다. 력발

을 한 실해역 의 주기 4~6sec를 고려하여 랑유입구의 

높이 D를 8m, 공기실의 폭 A를 6m, 랑유도 의 길이 I

를 0m, 해 면 경사 ϕ를 0°, 공기실 경사 Ɵ를 90°의 값을 

채택하여 주기 T에 한 압축공기의 최 흐름 속도와 반사율

의 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9 Relationship between KR and Vmax

 결과를 살펴보면, 주기가 6sec인 경우 최소의 반사율을 나타

내며, 동시에 최 의 압축공기속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채택

한 최 형상의 구조물이 반사 를 감시켜 랑제어효과를 

상승시키고, 동시에 높은 효율의 력발 이 가능하다고 

단된다. 

   

  4. 결     론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요한 

체에 지기술의 하나로 인식되는 력발 분야에서 반사

를 감시켜 랑제어효과를 상승시키고, 동시에 높은 

효율의 력발 이 가능한 진동수주형 력발 시스템의 

특성을 고찰하기 한 목 으로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기법으로 고정도해석법으로 알려진 3차원이상

류(二相流) 수치모델을 용하여 진동수주형의 력발 구

조물내의 공기 흐름을 논의하 다.

 수치모형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본 연구의 주요한 사항을 

아래에 기술한다.

 ①A/L의 비가 커질수록 압축공기속도가 증가하다가 

A/L=0.08~0.12에서 최 의 공기속도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② 랑유도  길이가 짧을수록 압축공기속도가 빠르게 나타

내지만, T=7~8sec에서 랑유도  길이가 짧을수록 압축공기

속도가 느리게 나타난다.

 ③해 면의 경사가 가 를수록 압축공기속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지만, T=7~9sec에서 해 면 경사ϕ가 클수록 압축

공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한, 공기실 폭의 경사가 가

를수록 압축공기속도가 빠르게 나타내지만, 주기가 길어질수

록 압축공기속도가 느리게 나타난다.

  ④ 체 으로 반사율이 최소가 되는 지 에서 공기의 속도

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력발 을 한 실해역 의 주

기인 4~6sec에서 랑유입구 높이 D를 8m, 공기실 폭 A를 

6m, 랑유도 의 길이 I를 0m, 해 면 경사 ϕ를 0°, 공기

실 경사 Ɵ를 90°로 하 을 때 압축공기의 최 속도가 발생한

다. 그리고, 고정도의 해석기법으로 알려진 이상류(二相流) 수

치모델을 통해 력발 구조물에서의 압축공기에 한 해석

이 가능함을 확인하 고, 나아가 3차원수치해석의 용을 통

하여 랑⋅공기⋅발 과 련한 상호작용시스템의 연구에 

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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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재 Sandpaper None Grease

재하부 상 하 상 하 상 하

D/H 0 1 2 3 4 5 6 7 8 9

Table 1. 체해석의 CASE No.

셀 구조물의 변형특성에 한 3차원 해석  연구

A Study on the 3-Dimensional Analysis of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Celluar Bulkhead

이재홍1, 김경열2, 김 국3, 장정욱4

 Jae Hong Lee1, Kyong Yeol Kim2, Hyun Guk Kim3 and Jeong Wook Jang4

1. 서 론

셀 구조물은 강 을 사용하여 제작한 원통형의 셀

(cell)을 해상으로 운반, 거치하고 셀 내부를 토사 등으

로 속채움하여 만들어지는 력식 구조물로서, 설치와 

동시에 채움재를 채우게 되므로 조기안정화가 가능하

며, 구조가 단순하여 속시공이 가능하고, 수 성이 

뛰어나다는 등의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셀 구조물은 1908년 가설구조물로서 탄생하여 

그 후 1950년   일본에 도입되면서부터 안벽이나 매

립호안 등의 구구조물로서도 본격 으로 이용된 구

조물이며, 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공실 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다.

셀 구조물은 설치방법에 따라 거치식과 근입식으로 

나  수 있다. 거치식 강  셀의 경우는 수심 15m 정도

가 시공한계이나 근입식 강  셀에 있어서는 셀의 강  

두께만 조 하면 20m 이상의 수심에 있어서도 형

항만구조물의 시공이 속도로 그리고 확실하게 가능

하다는 것이 근입식 강  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 근입식 강  셀에 있어서는 해 지반에 직

 타입하게 되므로 굴착이나 되메움과 같은 공정이 불

필요하며 연약지반이라 하더라도 규모 지반개량이 

필요하지 않고 해수 오탁을 최 한 일 수 있다는 특

징도 가지고 있다. 

셀 구조물의 설계이론은 셀의 거동에 한 토질역학

인 해석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

다. 즉, R.Pennoyer부터 시작되어 K.Terzaghi, 

P.P.Krynine, Tateishi로 연결되는 연직 단면을 가정

한 연구, 수평 단면을 가정한 E.M.Cummings, 

Kitazima의 연구, 그리고 원호 단면을 가정한 

G.Schneebeli, H.Brinch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

과 셀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들이 해명되었

다.

이와 같은 셀 구조물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강 과 

채움재가 일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변형특

성을 이해하려 하 다. 하지만 셀 구조물의 채움채는 

주로 사질토를 이용하며 강 과 사질토 사이에는 마찰

이 존재할 것이다. 손 산(2007)은 이러한 벽면 마찰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셀 내벽에 마찰의 정도를 인

으로 증․감시킨 세 종류의 모형 셀을 이용하여 근입

비와 재하높이를 달리하여 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벽면마찰을 고려한 모형실험을 유한

요소 해석 로그램인 MIDAS/GTS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 후 벽면 마찰이 모형 셀의 변형특성에 미치는 

향을 모형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유한요소 해석

2.1 해석의 CASE 및 입력 정수
해석의 CASE는 모형토조 실험과 동일하게 총 19 

CASE의 해석을 수행하 으며, 각 해석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Table 2는 해석에 사용한 각 재

료의 물성값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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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10 - - 11 16 17 12 - -

0.5 13 - - 14 18 19 15 - -

Model
type


 





 




 

지반 M.C 1.6 35 0.0 0.3 1000

채움재 M.C 1.6 35 0.0 0.3 1000

강  셀 Elastic 2.5 - - 0.3 2×10⁶

Table 2.  해석에 사용된 정수

×


×
 


 


 

None 35/3 0.0 10000 3000

Sandpaper 35/3 0.0 10000 8000

Grease 35/3 0.0 10000 500

Table 3. 경계요소 항목별 값

마찰재 Sandpaper None Grease

재하부 상 하 상 하 상 하

D

/

H

0 8.80 14.73 28.17 8.51 14.21 27.96 7.84 13.58 26.58

0.25 13.27 - - 12.79 20.45 28.47 12.10 - -

0.5 21.89 - - 21.29 21.36 22.39 18.98 - -

Table 4.  각 CASE별 항복하 (kgf)

2.2 경계요소(Interface Element)
채움재와 강  셀 사이의 마찰거동을 묘사하기 해

경계요소를 사용하 다. 경계요소란 서로 다른 재료 간

에 면 거동을 나타내기 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벽면마찰의 향을 알아보는 본 연구에서는 채움재와 

강  셀 사이에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것, 사포를 부

착한 것, 그리스를 바른 것에 따른 총 3가지의 경계요소

를 정의하 다. Table 3은 Parameter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마찰재 종류별 경계요소의 항목별 값을 정리한 것

이다.

1) Nomal Stiffness Modulus( )

계면 요소에서 법선 방향 부착  탈부착 거동에 

한 강성계수이다. 이 값은 면에 붙어있는 양쪽 재

료의 탄성계수  작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면의 괴는 작은 쪽의 향으로 발생되기 때문이

다. 정의된 탄성계수의 단 는 이며, ‘경계요소’ 

강성계수의 단 와 맞추기 해서 가상두께(Virtual 

Thickness)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Scale 

Factor'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단 를 변환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1~0.1‘의 값을 사용하

며, 이 값을 정의된 작은 탄성계수 값에 나 어 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탄성계수의 단 가 강성계수의 단

로 변환되며, 스 일링 효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의 탄성계수가 더 작기 때문에 모래

의 탄성계수 값에 0.1을 나 어 값을 10000로 

정의하 다.

2) Shear Stiffness Modulus()

계면 요소의 선 방향 거동인 미끄러짐 거동에 한 

강성계수이다. 일반 으로 값에 ‘1~0.1’의 값을 곱하

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한 값으로 각 마찰

재별로 정확한 의 값을 구하기 해서 여러 번의 

Parameter해석을 수행하 다.

3) Cohesion() & Internal Friction Angle( )

착력과 내부마찰각은 인  요소의 착력과 내부

마찰각  작은 재료의 값을 사용하여 계면의 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정의한다. 인  요소의 착력과 내부마

찰각에 ≤ 사이의 값을 곱하여 사용할 때 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값 한 본 연구에서는 

Parameter해석을 수행하여 R의 값을 1/3로 결정하

다.

3.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를 항복하 에 을 맞추

어 분석하 다. 해석 결과 얻어진 상부변 와 하 과의 

계를 양 수 그래 에 나타내어 그 계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보면 하나의 변곡 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변

곡 은 하 에 의한 셀 변 의 변화율이 하게 나타

남을 의미하므로 셀의 외 상 항복 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에서의 하 을 항복하 으로 정의 

하 다. Fig. 1은 항복하 을 구하는 방법의 일 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 항복하  산정의 일 

Table 4는 유한요소 해석 수행 후 각 CASE별 항복하

 산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마
찰
재

Sandpaper None Grease

재
하
부

상 하 상 하 상 하

실
험

8.86 14.05 23.20 8.66 14.08 23.09 7.40 13.57 23.23

해
석

8.80 14.73 28.17 8.51 14.21 27.96 7.84 13.58 26.58

Table 5. 마찰재와 재하 치에 따른 항복하 (kgf, D/H=0)

마
찰
재

Sandpaper None Grease

근
입
비

0 0.25 0.5 0 0.25 0.5 0 0.25 0.5

실
험

8.86 12.26 21.43 8.66 11.78 20.88 7.40 11.24 20.62

해
석

8.80 13.27 21.89 8.51 12.79 21.29 7.84 12.10 18.98

Table 6. 마찰재와 근입비에 따른 항복하 (kgf, 상부재하)

3.1 재하높이에 따른 마찰재의 영향 비교
Table 5는 재하높이에 따른 마찰재의 향을 비교하

기 하여 근입비를 0으로 동일하게 두고 마찰재 별로 

재하 치만을 달리한 경우의 실험  해석의 결과를 정

리한 것이고,  Fig. 2는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 2. 마찰재와 재하 치에 따른 항복하  비교(D/H=0)

하부재하를 제외하고 모형실험의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재하높이가 낮아질

수록 항복하 이 증가하는 경향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부재하시 각 마찰재별 항복하 은 모형실험과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한

요소 해석 결과 한 모형실험과 동일하게 셀 내벽을 사

포로 모델링한 것의 항복하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셀 

내벽을 그리스로 모델링한 것의 항복하 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다만 모형실험은 셀 내벽에 그리스를 바른 것

의 항복하 은 다른 두 마찰재에 비하여 항복하 이 명

확히 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셀 내벽을 그리스로 모델링한 것의 항복하 이 가장 작

기는 하나 모형실험과 같은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부재하시 각 마찰재별 항복하 은 모형실험의 경

우 셀 내벽에 사포를 부착한 것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의 항복하 은 거의 일치하지만 유한요소 해석

에 의한 결과는 셀 내벽을 사포로 모델링한 것의 항복

하 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셀 내벽에 그리스를 바른 

모형실험의 항복하 과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는 거의 

일치하 다.

하부재하시 각 마찰재별 항복하 은 모형실험의 결

과에 비하여 유한요소 해석의 항복하 이 더 크게 나타

났다. 유한요소 해석에 있어서는 채움재를 Mohr- 

Coulomb 재료로 모델링하고 있으며, 타 재하 치에 비

하여 특히 하부재하의 경우에 상단부 변 와 하 과의 

계는 거의 선형 인 계를 보 다. 그 결과 항복하

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

다고 단된다.

3.2 근입비에 따른 마찰재의 영향 비교
Table 6은 근입비에 따른 마찰재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재하 치는 상부로 동일하고 마찰재별로 근입

비가 다른 실험과 해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Fig. 3

은 그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Fig. 3. 마찰재와 근입비에 따른 항복하  비교(상부재하)

근입비에 따른 마찰 향 한 체 으로 모형실험

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근입비



가 클수록 항복하 이 증가하는 경향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D/H=0일 때의 실험과 해석의 항복하 은 Fig. 2의 

상부재하의 실험과 해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D/H=0.25일 때는 유한요소 해석의 항복하 이 각 

마찰재별로 모형실험의 항복하  보다 조  크게 나타

났지만 각 마찰재별 거동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D/H=0.5일 때는 유한요소 해석에서 셀 내벽을 그리

스로 모델링 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두 마찰재의 항복

하 은 모형실험의 항복하 보다 조  크게 나타났지

만 거동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벽면마찰을 고려한 모형실험을 유한

요소 해석 로그램인 MIDAS/GTS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 후 마찰이 모형 셀의 변형특성에 미치는 향을 

모형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벽면마찰을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은 모형실험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동일 근입비에 하여 마찰

재별 재하 치에 따른 항복하 은 셀 내벽에 인 으

로 마찰을 주었을 때의 항복하 이 가장 크게 나타났

고, 동일 재하 치에 하여 마찰재별 근입비에 따른 

항복하  역시 셀 내벽에 인 으로 마찰을 주었을 때

의 항복하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 각 마찰재별

로 재하 치가 낮아질수록 근입비가 클수록 항복하

은 크게 나타났다.

2. 모형실험의 항복하 에 비하여 유한요소 해석의 

항복하 이 몇 개의 CASE를 제외하고 거의 부분 조

씩 크게 나타났지만 체 인 흐름을 보았을 때 마찰

의 향은 모형실험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3. 하부재하시에는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와 모형실

험 결과의 항복하 이 타 재하높이에 비하여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유한요소 해석에 있으서 채움재

를 Mohr-Coulomb재료로 모델링 하여 타 재하높이에 

비하여 셀 상단부 변 와 하 과의 계가 거의 선형

인 계를 나타내어 항복하 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된 결과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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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 돌진속도 (m/s)

웅어 2.5

잉어 1.5

치 2.0

긴몰개 0.8

은어 1.78

바다빙어 1.2

붕어 1.13

날망둑 0.7

문 망둑 1.5

주둥치 1.4

Table 1. Fish-passing speed of various fish

Flow-3d를 이용한 낙동강 하구둑 어도 내 흐름해석

Flow analysis in Nakdong River Barrage fishway using Flow-3d

이종섭, 김민수

 Jongsup Lee1,  Minsu Kim2

1. 서론

낙동강 하구둑은 바닷물의 역류를 막아 상류 염수 피

해를 방지하고 부산지역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공

하기 하여 지난 1987년 건설되었다. 하구둑 건설 에

는 바닷물이 상류 양 삼랑진 지역까지 역류하여 매년 

길게는 한달이상 부산지역에서 취수가 단되는 사태가 

수시로 발생했었으나, 하구둑 건설이후에는 부산과 인근

지역 시민들이 안정 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

수를 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

로 인해 어류의 이동통로의 차단, 탁도의 증가, 유량  

유속의 변화, 질  수층의 물리화학  변화, 먹이생물

의 변화 등이 변하고 있다(장인권 등, 1992). 이  어류의 

상·하류간 이동을 원활히 하기 해 건설당시부터 낙동

강 하구둑 좌·우안에 2개소의 계단식 어도와 1개소의 갑

문식어도가 설치되어 운  에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둑 주변의 어류조사

에 의한 분석만 행해지고 어도 내에서의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양홍  등, 2001; 윤주덕 등, 2004, 곽

석남, 2003). 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도 내에서의 흐름을 

수치모의하여 기존에 연구에서 나온 어류조사와의 비

교를 통해 어도의 실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치모의로 사용되는 로그램은 Flow-3d를 

사용하 고 어도의 주 목 인 어류의 유 속도를 기

으로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2.어류의 유영속도

어류의 유 속도는 물고기가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속

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장시간 지속하여 낼 수 있는 순

항속도와 순간 으로 낼 수 있는 돌진속도로 구분하며 

어종에 따라 변이가 크지만 일반 으로 순항속도는 

2~4 BL/s, 돌진속도는 10 BL/s정도이다(BL은 체장). 

한  어도의 설계기   어도 내 최 유속을 채택하

는데 하천설계기 에 따르면 어도 내 최 유속은 어류

의 유 속도  돌진속도 이하이면서 0.5~1.0 m/s로 해

야한다(건설교통부, 2005).

낙동강 하구역 어도 내 어류는 낙동강 하구의 어류상

과 의 어도에서 어류의 이동에서 우 종의 경우 웅

어, 잉어, 치, 긴몰개, 은어순으로 나왔으며(양홍  

등, 2001), 낙동강 하구둑 설치된 어도를 이용하는 어류

황조사에서 우 종은 웅어, 치, 바다빙어 순으로 

나왔다(윤주덕 등, 2004). 한 낙동강 하구역 어류의 

종조성 변화에서 우 종은 문 망둑, 주둥치 순으로 나

왔고(곽석남 등, 2003) 최근 조사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에서의 우 종은 상류에서는 숭어, 치, 붕어

가 하류에서는 숭어, 농어, 웅어, 어, 주둥치, 치 순

이었으며 을숙도에서는 숭어, 날망둑, 망둑어과 순으로 

나왔다(부산발 연구원, 2009).

어도 내 유속을 비교하기 해 어류들의 돌진속도를 

보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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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모의

3.1 수치모의 조건
낙동강의 경우 운 범 는 EL.(+)0.509 m ~ 

EL.(+)1.009 m이고 평균수 는 EL.(+)0.759 m이다. 낙

동강 하구둑 건설에 따른 해역의 염분 향 분석  하

구둑 운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심 0.2 m이하일 경우 

염분의 침입방지를 하여 수문을 폐쇄하고, 홍수  시

에도 폐쇄한다(부산발 연구원, 2009).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의 H.W.L.은 EL.(+)0.98 m이고 L.W.L.은 

EL.(-)0.52 m이다. 그래서 경계조건은 호측수 는 고조

를 감안하여 구포수 를 기 으로 EL.(+)0.759 m로 

하 고, 해측수 의 경우 하구둑 수문의 운 범 에서 

염수침입방지  홍수 를 감안하여 0.0 m, 0.15 m, 0.3 

m, 0.509 m, 0.98 m로 하 다.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호측수

(m)
0.759

해측수

(m)
0.0 0.15 0.3 0.509 0.98

낙차

(m)
0.759 0.609 0.459 0.25 -0.231

Table 2. Boundary condition of each model test

Fig. 1. The structure of “ㄷ” stair type 

fishway in Nakdong river barrage

3.2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상용 산유체역학 코드인 

FLOW-3D Ver.9.4가 사용되었다. 3차원 수치모의는 3

차원으로 작성된 기하학  자료의 입력을 요구하게 된

다. 본 과업에서의 기하학  자료는 2차원으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CAD를 이용하여 3차원 도면을 작성

한 후 STL 일을 생성하 다. 격자의 범 는 23.05 

m(X) × 7.5 m(Y) × 7.5 m(Z)로 작성하 고 661,200개의 

가변격자로 구성하 다. 력은 -9.8 m/s2, 유체의 도

는 1000 kg/m3로 하 고, 난류해석 기법은 RNG, 모의

시간은 300 로 하 다. 

3.3 수치모의결과 및 고찰

3.3.1 잠공과 노치부근에서의 유속관측 결과

각 CASE별 결과는 어류의 이동경로인 노치와 잠공

부분의 평균유속과 최 유속을 통하여 흐름을 분석하

여 요약한 것은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Fig. 2는 흐름의 반 인 흐름을 보기 해 middle 

lavel인 (-)0.5 m에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3의 노치부근에서의 유속은 호측에서 해측으

로 갈수록 유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 유속은 

0.7~2.61 m/s로 주로 해측에서 나타났으나 CASE4의 

경우 심부에서 나타났다. 호측의 첫 노치에서는 흐름

방향과 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ㄷ’ 자 형으로 인하여 입구부의 굴곡진 부분의 벽으로

부터 반사된 흐름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  유속은 부분 수심이 낮은 부분에서 나타났으

나 CASE 4의 경우 심부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다음에 나타나는 순환류로 인한 유속의 증가

로 생각된다. 이는 어류의 소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된다.  

CASE 5에서는 해측에서 호측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노치에서의 흐름보다는 월류로 인한 흐름

이 지배 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의 흐름들과 방향

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Table 4의 잠공부근에서의 유속은 부분 비슷하

고 최 유속은 0.2~0.5 m/s로 주로 호측에서 나타났다. 

낙차에 의한 향은 나타났지만 미미하며 부분의 유

속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3.3.2 유영속도와의 비교 결과

어류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웅어, 잉어, 치, 

긴몰개, 은어, 바다빙어, 숭어, 붕어, 농어, 어, 주둥치, 



유속

(m/s)

    해측                          notch 치(m)                           호측

2.4 4.85 7.3 9.75 12.2 14.6

CASE 1
평균 0.0672 0.123 0.127 0.095 0.0718 0.00966

최 0.172 0.681 0.604 0.549 0.0465 0.0374

CASE 2
평균 0.0835 0.0884 0.0887 0.0813 0.0564 -0.0113

최 1.06 0.5 0.424 -0.417 0.48 -0.0732

CASE 3
평균 0.0835 0.0884 0.0887 0.0813 0.0764 -0.0113

최 1.06 0.5 0.424 -0.417 0.48 -0.0732

CASE 4
평균 0.106 0.0755 0.134 0.0797 0.0531 0.012

최 0.622 0.558 2.4 0.388 0.345 0.0344

CASE 5
평균 -0.0146 -0.048 -0.0404 -0.0502 -0.0914 0.0419

최 -0.291 -0.407 -0.538 -0.617 -0.941 2.61

Table 3. Calculated Flow velocity around the notch

유속

(m/s)

    해측                           잠공 치(m)                           호측

2.4 4.85 7.3 9.75 12.2 14.6

CASE 1
평균 0.0284 0.673 0.0792 0.0429 0.0854 0.0924

최 0.127 0.426 0.455 0.319 0.471 0.0285

CASE 2
평균 0.0732 0.0285 0.0584 0.0429 0.0673 0.015

최 0.337 0.275 0.347 0.319 0.418 0.0406

CASE 3
평균 0.0732 0.0285 0.0584 0.0429 0.0638 0.0142

최 0.337 0.275 0.347 0.319 0.418 0.0366

CASE 4
평균 0.0268 0.0443 0.0336 0.0257 0.0575 0.0103

최 0.146 0.151 0.291 0.223 0.336 -0.0794

CASE 5
평균 0.0139 0.00138 0.00908 0.0214 0.0365 -0.0487

최 0.0518 -0.0629 0.0921 0.0929 0.0952 -0.215

Table 4. Calculated Flow velocity around the bottom-hole

(m)

(m)

(m)

(m)

CASE1 CASE2

(m)

(m)

(m)

(m)

CASE3 CASE4

(m)

(m)

CASE5

Fig. 2. Flow vector diagram at the middle level(Z= -0.5 m) of the each Case.



 날망둑 등이 나왔다. 이를 통해 유 속도를 알아본 

결과 약 0.7~2.5 m/s로 나왔다.수치모의 한 결과에 의

하면 노치부근에서의 최 유속은 0.7~2.61 m/s, 잠공

부근에서의 최 유속은 0.2~ 0.5 m/s가 나타났다. 여기

서 어류의 이동은 웅어, 치, 은어, 문 망둑과 같은 유

속도가 큰 어류들은 노치에서 이동이 이루어 질 것이

라 상되고 긴몰개, 날망둑 등과 같은 어류들은 잠공

에서 이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노치 부근에서의 ‘ㄷ'자 형태의 벽으로 인한 

반사나 CASE 4와 같은 순환류에 의해 어류의 이동에 

문제가 있어 이 어도의 경우 부분 잠공에서 이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상된다.

4. 결론

어도의 수치모의는 Flow-3d를 이용하 고 노치의 

경우 호측에서 해측으로 수심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

었으며 최 유속은 0.7~2.61 m/s가 나왔으며 잠공에서

는 0.2~0.5 m/s가 나왔다. 지배 인 흐름은 노치부근에

서의 흐름으로 나타났고 잠공부근에서의 흐름은 노치

부근에서의 흐름으로 인한 향만 받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해석결과와 어류의 유 속도와 비교하면 웅어, 치

등과 같은 유 속도가 빠른 어류들은 노치를 통해 이동

할 것으로 긴몰개, 날망둑과 같은 어류들은  어류들은 

유 속도가 느린 어류들은 잠공을 통해 이동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노치의 경우 순환류와  ‘ㄷ'자 

형태로 인한 벽의 반사 때문에 노치에서의 이동은 이루

어지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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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잠제의 파랑제어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Wave Control by 

Environment-friendly Artificial Reef

김규한1, 신성원2, 임원택3, 편종근4

잠제는 제체의 상단부의 높이가 수면보다 낮은 방파제로서, 주변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본

적인 소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파고가 아주 높지 않은 연안역을 중심으로 설계 및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잠제를 설치할 경우 기존 방파제에 비해서 해수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수질 보전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파랑작용 저감에 따른 유사이동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해안침식

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수질보전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파랑작용 저감에 따른 유사 이동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구조물로도 활용되고 있다. 

잠제 설치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요구 성능인 파랑감쇠 특성 및 소파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수행되어 왔다. 잠제는 크게 불투과성 또는 투과성 재료로 시공되는데 , 투과성 

재료의 경우 기존에 방파제 피복블록 또는 인공어초용으로 개발된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잠제의 피복블록으로 널리 이용되는 T.T.P 대신에 복합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친

환경적 잠제의 안정성과 천단고 높이 변화에 따른 파고 감쇠효과를 2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그림 1. 길이 20m의 잠제

      

그림 2. 파랑 조건별 반사율 (L=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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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 유공케이슨의 연파실험

Hydraulic Model Test for Stem Waves along the Projection-type Slit Caisson

유형석1, 김국환2, 김규한3, 박구용4

 Hyung Seok Yoo1, Gug Hwan Kim2, Kyu Han Kim2 and Koo Yong Park3

1. 서   론

연파(Stem Wave)는 직립구조물에 파랑이 일정각도 

이하로 경사지게 입사되어 구조물을 따라 진행하면서 

파고가 증폭되는 현상이다(이 등, 2007). 따라서, 항만

의 계획수립시 방파제 전면의 파랑분포 해석 및 구조물

의 적정 마루높이 산정 등을 위해서 연파의 특성을 파

악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연파의 발달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케이슨구조물은 대수심에서 경제적이고 접안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연파저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

대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어지는 연파의 저감방안으로

는 직립케이슨에 비해 반사율이 낮은 슬릿케이슨(Slit 
caisson) 등을 적용하는 단면적인 저감방안과 연속된 연

파의 발달을 차단하기 위한 돌출형 케이슨 등의 평면적

인 저감방안이 병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연

파의 자감방안에 대한 효용성 및 저감효과에 대해서 명

확하게 제안된 연구성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연파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직립구조물에 입사하

는 규칙파 및 일방향 불규칙파의 입사각 및 비선형성에 

따른 발달특성의 해석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이 등, 
2008 ; Mase et al., 2002), 이를 수리실험과 수치모델의 

결과를 비교‧고찰하여 수치모델의 적용성을 나타내었

다. 실해역의 파랑조건인 다방향 불규칙파의 연파발달

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 졌으며, 유 등(2010)
이 수리실험을 통하여 직립벽에서의 일방향과 다방향 

불규칙파의 연파발달특성을 비교‧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파저

감대책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서, 3차원  수리모형실험

을 통하여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연파특성을 분석하였

다. 적용된 돌출형 슬릿케이슨은 반사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수실은 물론, 돌출부와 만곡부가 있어 연파에 

대한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일반적인 직립케이

슨의 연파발달특성과 비교‧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성

과는 연파저감대책에 대한 효과검토는 물론, 수치모델

의 검증자료로써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시설 및 기기
실험은 관동대학교 첨단해안공간개발연구센터의 평

면 조파수조에서 수행하였다. 평면수조의 제원은 길이 

32m, 폭 40m, 높이 1.5m이며, 조파장치는 다방향 불규

칙파 조파장치로서 규칙파 및 일방향 불규칙파의 조파

도 가능한 사형(snake type) 조파기이다. 조파장치는 36
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동부에 연결된 조

파판은 폭 0.75m, 높이는 1.5m로서 조파판의 전체 폭은 

27m이다. 실험에 사용된 조파기는 전기서보피스톤식

(AE 서보모터)으로서 최대수심 1.2m, 최대파고 0.4m, 
주기 0.7∼3.0sec의 파를 재현할 수 있다. 파고계측에 이

용되는 파고계는 반응속도가 빠르고 관측오차가 적은 

용량식 파고계를 사용하였다. 용량식 파고계는 선형성

이 보장되며, 측정범위는 0cm∼±0.3m, 오차는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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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변화를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다. .

2.2 실험영역 및 모형제작
수조 벽면으로부터 실제현상과 상관없는 반사파가 

발생되어 계측영역의 파랑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모든 수조벽면에 소파장치를 설치하였으

며, 특히, 반사파가 가장 탁월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는 조파기 반대편에는 소파장치와 벽면 사이에 사석

을 1:1 경사로 채워 벽면으로부터의 반사파를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아크릴로 제작된 연장길이 15m의 돌출형 슬릿케이

슨 모형은 조파기 전면으로부터 5m 이격된 위치를 시

점으로 설치하였다. Fig. 1은 수리실험의 실험영역 및 

모형설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케이슨 모형의 높이는 0.63m, 수심은 0.50m로 정수면

으로부터 구조물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0.13m이다. 이
는 실험파랑조건에 대해 월파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이

다. Fig. 2는 실험에서 이용된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단

면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의 수심조건은 연파의 발달상황을 면밀히 검토

하기 위해 실험영역을 일정수심으로 제작하였으며, 하
상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고정상으로 완성하

였다. Fig. 3은 모형이 setup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The shape of projection-type slit caisson

Fig. 3. The photo of Experiment setup

Fig. 1. Experimental setup



2.3 실험조건 및 분석
실험에 적용된 입사파의 유의파고  및 주기 

는 각각 0.034m, 0.91sec로 유 등(2010)에서 직립

케이슨에 적용한 실험파랑제원과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파랑의 전파과정 중 쇄파 또는 월파가 발생하지 않

는 파랑조건이며, 주파향의 입사각과 케이슨 구조물이 

이루는 각 는 10°, 20°, 30° 로 설정하였다. 실험파의 파

장은 1.2732, 상대수심은 2.4477, 파형

경사는 0.1678 이다. 여기서, , 
은 직립구조물의 시점, 즉 첫번째 파고계측점에

서의 유의파고 및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파고의 계측은 직립구조물 제체 전면으로부터 0.05m 

떨어진 위치에서 계측하였으며, 구조물 시점을 기준으

로 0~4m는 1m 간격, 4~14m는 2m 간격으로 총 14m 구
간을 계측하였다. 설정된 파고계측범위 및 간격은 실험

파랑의 조건으로 11에 해당되며, 일방향 불규칙

파를 이용하여 연파특성을 검토한 Mase et al.(2002)과 

이 등(2008)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볼 때, 구조물과 입사

각이 이루는 각 가 약 20° 이상일 경우, 6～8 이
내에서 연파의 발달이 멈추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계측된 파고의 분석은 실험시 전체 계측시간을 

300sec로 하여 이중 후반부 200sec 동안의 자료를 이용

하여 영점상향교차(zero-upcrossing)법으로써 파고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실험파의 유의주기를 고려하면 

200파 이상에 해당된다. 불규칙파의 제작에는 

Bretschneider-Mitsuyasu형 주파수 스펙트럼(光易, 1970)
을 적용하였으며, Fig. 4는 목표스펙트럼 및 구조물 시

점부분의 통과파 스펙트럼을 비교 도시한 것이다.

Fig. 4. Incident wave spectrum

3.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불규칙파를 이용하여 돌출형 

슬릿케이슨(CASEⅠ) 구조물 전면에서 접선방향으로 

발달해 나가는 연파에 대해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직립벽에서의 연파특성(CASEⅡ)과 비교하

였다. 여기서, 직립벽에서의 연파특성은 유 등(2010)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이용한 것임을 밝힌다.
실험결과는 파향의 입사각별로 파고계에서 분석된 

유의파고 을 입사파 와 비교한 상대유의파

고비로써 도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행된 돌출형 슬릿

케이슨(CASEⅠ)의 실험결과는 Fig. 5, 직립벽의 실험결

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실험결과, 주파향과 구조물이 

이루는 입사각 가 20°, 30°인 조건에서는 상대유의파

고  가 1.0 정도에서 수렴되었으며, 입사각 

가 10°인 실험에서는 가 0.5 정도에서 수

렴되고 있다. 
이는 입사각 가 약 20°, 30°인 경우에  

가 약 2 정도에서 수렴되고 , 가 10°인 경우에는 실험

영역 내에서 일정한 파고에 수렴되지는 못하지만, 지속

적인 증가경향을 보이는 직립벽의 실험결과와는 상당

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경우 연

파의 발달이 확실히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대된 바와 같이 돌출형 슬릿케이슨

에는 반사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유수실은 물론, 돌출

부 및 만곡부가 존재하여 측벽을 따라 발달하는 연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돌출

형 슬릿케이슨의 연파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반

적인 직립케이슨의 연파발달특성과 비교‧검토하여 다

음과 같은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연파저감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경우, 입사각 가 20°, 30°인 

조건에서는  가 1.0 정도에서 수렴되며, 입
사각 가 10°인 실험에서는 가 0.5 정도에

서 수렴된다.
(2) 상술한 실험결과는 직립케이슨의 실험결과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연파

저감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돌출형 슬릿케이슨의 연파저감효과는 기대된 바

와 같이 반사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유수실, 돌출부 및 

만곡부의 존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의 성과는 연파저감대책에 대한 효과검토

는 물론, 수치모델의 검증자료로써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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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stem wave height  in front of vertical caisson(CASEⅡ)

반면, 최적의 슬릿케이슨 형식 및 돌출부의 상세제원 

등 세부적인 단면형식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본 실험에서 적용된 일방향 불규칙파에 대한 검토

는 물론 보다 실제해역에서 발생되는 파랑의 특성을 가

지는 다방향 불규칙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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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내습할 당시 남해안의 부산

과 마산 지역의 해안 지 에 치한 해안도로와 가옥 

등에 침수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켰

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여 히 많은 

인구가 해안에 집되어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  수 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강한태풍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는 해안

의 방재시설물들을 설치하여 해안 지역의 피해에 비

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내습 

태풍의 향을 미리 측하고 이에 한 응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여 한반도로 진행할 경

우 범람에 한 험 여부를 사 에 단하기 하여 

수치모형을 구축하 으며, 2010년에 발생하여 한반도

로 내습한 태풍에 해 범람 측 실험을 수행하 다. 

비구조 격자체계를 가진 FVCOM 모형을 이용하여 태

풍 내습시 해안 범람을 측하 으며, 재 기상청에서 

운 인 RDAPS에서 측된 기 자료를 입력장으로 

용하 다.

2. 본  론

2.1 실험사상 및 기상자료
2010년에 발생하여 한반도에 내습한 태풍들에 한 

경로도를 Fig. 1에 제시하 다. 태풍 뎬무(1004, 

DIANMU)는 2010년 8월 8일에 북서태평양 만 동측

해역에서 발생하 으며 제주도 서측을 지난후 한반도 

남해안으로 상륙한 후에 8월 12일에 동해상에서 소멸

되었다. 11일 남해안으로 상륙할 당시 심기압은 

988hPa 이었고 최 풍속은 25.7m/s, 이동속도는 

22km/h(약 6m/s)로 나타났다. 태풍 곤 스(1007, 

KOMPASU)는 8월 29일에 북서태평양 오키나와 남동

쪽 약 8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 오키나와, 

제주도 서측 해역을 거쳐 서해안의 경기만으로 상륙하

다. 9월 2일 오  7시정도에 상륙하 는데 985hPa의 

심기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 풍속은 27m/s 정도, 

이동속도는 50km/h로 나타나 매우 빠르게 진행하

다. 한반도 부 내륙지역을 통과한 후 9월 3일에 동해

상에서 소멸되었다. 태풍 말로(1009, MALOU)는 2010

년 9월 3일에 북서태평양 오키나와 남동쪽 약 4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오키나와와 제주도 동측으로 

진행하여 한해 을 통과하 다. 남해안을 이동할 당

시 태풍의 심기압은 990hPa, 최 풍속은 24m/s, 이

동속도는 15km/h을 나타냈다.

범람 수치모형에 입력한 태풍 발생시 해상풍과 해면

기압은 기상청에서 운 하고 있는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을 통해 산

정된 자료를 이용하 다(Fig. 2)ion 시스템은 일 2회 72

시간 측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시Dion에 한 모의를 2회 72며 수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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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수직으로 32개층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자료 동

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측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2.2 수치모형
범람 수치실험을 해 사용한 모형은 FVCOM 

(Unstructured Grid Finite Volume Coastal Ocean 

Model) 모형으로 2003년에 Chen et al.(2003)에 의해 개

발되었으며, 해양순환, 퇴 물 이동  생태 환경 등의 

모의에 사용되고 있다. 지형 으로 복잡하고 불규칙한 

해안선, 하구와 조간  연구에 용이 가능한 모형이

다. 수직방향으로 시그마좌표계를 사용하고 수평방향

으로는 삼각형의 가변격자를 사용한다. Level 2.5 

turbulent closure scheme (Mellor and Yamada, 1982)

을 사용하며, 질량보존 기법을 이용한 조간  처리가 

가능하다.

FVCOM 모형에서 사용하는 비구조격자는 유한요소

법과 유사하며, 수평 으로 겹치지 않는 삼각형의 가변

격자이다. 세 개의 (node)과 세 개의 면  이들

로 이루어진 요소(element)로 구성된다. 에서 수심, 

수 , 운동량 등이 계산되며 요소의 심 에서는 유속 

정보를 산정한다(Fig. 3).

Fig. 1. Tracks of typhoon DIANMU(1004), 
KOMPASU(1007), and MALOU(1009).
--------------------------------------------------------------------
Fig. 2. Wind and mean sea level pressure field for 
typhoon DIANMU(1004, top), KOMPASU(1007, 
middle), and. MALOU(1009, bottom).

(a) DIANMU(1004)

(b) KOMPASU(1007)

(c) MALOU(1009)



Fig. 3. Unstructured triangular cells of FVCOM..

3. 수치모형구성 및 실험결과분석

수치모형실험에 용한 해 지형은 ETOPO5 

(NGDC, 1988)와 KorBathy30s (서, 2008) 자료를 이용

하 으며 마산과 부산의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부터 1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제공받았다. 

수치실험을 한 가변격자의 최소크기는 부산과 마산

의 해안선을 잘 표 하기 해 30m 내외로 하 으며 외

해의 격자는 25km 정도로 하 으며 은 약 18만개, 

요소는 34만개 정도로 구성하 다(Fig. 4). 외해 경계에

는 4개 조석분조(M2, S2, K1, O1)을 용하여 주변해역

의 조   조류를 모의하 다. 수치모델의 검증을 

하여 계산결과를 해안의 21개 검조소와 비교하 다. 

측값과의 RMSE를 계산하 으며 진폭은 M2, S2, K1  

O1 분조별로 8.4cm, 2.9cm, 2.0cm  2.0cm, 상은 각

각 6.3°, 3.4°, 2.7°  5.9° 로 나타나 상해역에서의 조

석상황을 잘 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태풍 뎬무가 한반도 남해상에 치해 있을 때 ‘소형’ 

크기의 ‘ ’ 강도를 나타냈다. 이 기간에 부산과 마산 해

역에 나타난 최  수 는 각각 1.25m와 1.76m 이었다. 

Fig. 5에 태풍 곤 스 내습시 부산과 마산에 나타난 수

를 제시하 다. 마산만내의 수 는 1.95m로 나타났

으며 부분의 지역에서 범람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

산 자유무역지역 인근의 삼호천의 수 가 0.73m 정도 

상승하 다. 부산항내의 수 는 약 1.40m이며, 5부두에

서 0.48km2의 면 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1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 자료를 마산과 부산을 

포함하는 경남지역에 용하여 2010년에 한반도에 내

습한 3개 태풍에 하여 범람 수치실험을 수행하 다. 

비구조격자를 사용하여 부산과 마산의 지형을 30m 이

하의 격자크기를 갖도록 상세하게 구성하 으며 

FVCOM 모형으로 범람 실험을 수행하 다. 태풍기간 

동안의 기상상태는 기상청의 RDAPS에서 산정된 해상

풍과 해면기압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마산에 해서만 범람 검토를 

수행하 으나 향후에는 한반도 체 해안지역을 상세

한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축하고 태풍의 

내습에 따른 범람 가능성을 측할 계획이다.

(a) Unstructured grid system

(b) Topography
Fig. 4(a). Unstructured grid and topography for 
simulation



(a) Unstructured grid system

(b) Topography around Busan
Fig. 4(b). Unstructured grid and topography for 
Busan Port

Table 1. RMSE for harmonic constants.

Contents M2 S2 K1 O1
Amp.
(cm) 8.4 2.9 2.0 2.0
Phase
(deg.) 6.3 3.4 2.7 5.9

(a) Masan

(b) Busan
Fig. 5. Distribution of computed water elevation 
around Masan and Busan during typhoon DIANMU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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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후 안정 고에 한 해석

Analysis of Stable Wave Height after B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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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효율 이고 합리 인 연안개발 등을 해서는 랑

의 변형을 정도 높게 해석하여야 한다. 천수, 굴 , 

회 , 반사, 쇄  등으로 표되는 상에서 랑의 

변형에서 정도 높은 해석을 해서는 쇄 상이 

히 모의되어야 하며, 일반 으로 이러한 쇄 상은 

수리모형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다. 기존 쇄

변형 실험자료의 경우에 부분 고만을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서 랑의 비선형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웠

다. 따라서 수치모형의 검증자료를 구축하기 해서는 

체계 인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랑 모형으

로 Boussinesq모형을 들 수 있으며, 재까지 1차원 

는 2차원의 랑의 변형을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Boussinesq형 방정식이 유도되고, 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Lynett과 Liu(2004 a,b)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Lynett과 Liu는 연직방향 유속장에 고차 

다항식근사를 용하는 신 연직방향의 수괴를 개

의 층( layers)으로 분할한 후, 각각의 층에 2차 다항식

근사를 용하고, 각 층을 합시키는 방법을 용하

으며, 이를 다층(multi-layer)모형이라 하 다. 이러한 

근을 통해 고차 다항식근사의 용으로 인한 고차 공

간미분항이 없는 방정식을 유도하 다. Hsiao 등(2005)

은 층모형을 이용하여 일정수심상의 심해역에서 

랑의 변형을 모의하여 수리실험과 비교하 으며, 

=0.0627～0.1577까지 수리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심, 랑의 주기  고 등

을 상으로 체계 인 실험을 수행하고 고뿐만 아니

라 랑의 비선형성과 수면상승에 한 자료를 구축함

으로서 향후 수치모형개발시 정확도 검증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Lynett과 Liu(2004 a,b)에 의

해 유도된 층 Boussinesq모형을 이용하여 수리모형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 다.

2. 다층 Boussinesq모형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shelf지형에서의 쇄 변형을 해석하

기 해 Lynett과 Liu(2004 a,b)에 의해 유도된 층모

형 Boussinesq방정식을 이용하 으며, 주요 방정식(연

속방정식, 운동방정식  합방정식)  각각의 변수

에 한 설명은 Linett과 Liu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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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기법

지배방정식에서 시간미분항은 음해법의 4차 측자-

수정자법(fourth-order predictor-corrector method)을 

용하 으며, 공간미분항은 4차의 정확도를 갖는 유

한차분기법을 이용하 다. 개방경계조건의 설정을 

해 해석 역 양단에 흡수층(sponge layer)을 설치하

으며, 흡수층의 두께는 입사  장의 1.5배가 되도록 

하 다. 해석 역내에서 발생한 반사 를 조 경계에

서 재반사 시키지 않고, 복잡하고 비선형인 지배방정식

을 가지는 수치모형에도 정도 높게 랑을 재 하는 

역내조 기법을 이용하여 입사 를 재 하 다. 

 수치모형의 계산시간을 비교해보면, 동일 역에서 

2층모형이 1층모형에 비해 약 1.75배 정도의 계산시간

이 요구된다. 이는 2층모형의 경우에 미지수가 더 많고, 

하나의 계산단계에서 미지수가 수렴되는데 요구되는 

반복회수가 1층모형보다 1～1.25배 더 많기 때문이다.

3. 수리모형실험

쇄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길이 56m, 폭 

1m, 높이 2m의 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조 기

는 피스톤형(piston type)이다. Fig. 1은 본 실험의 개념

도로서 =-11.5m 치에 조 기가 치하며, 수로의 

양단에는 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실험에 

용된 shelf 지형의 사면경사는 1/40, shelf의 높이()는 

0.4m로 일정하며, 주요 계측구간은 =6m～=26m이

다. 수면자료의 계측을 해 쇄 가 발생하지 않는 구

간에는 1m 는 0.5m 간격, 쇄 가 발생하는 주변 구간

에는 0.25m 간격으로 계측 을 배치하 다. Fig. 1에서 

는 조 기 면 수심이며,   은 shelf 상

단의 수심이다. 본 실험에서는 =0.40m, 0.45m와 

=0.50m를 용하 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은 각각 

0.0m, 0.05m와 0.10m이다. 본 실험은 규칙   불규칙

를 상으로 수심, 입사 의 주기  고를 달리하

며 수행되었다. 용된 실험 의 주기는 

=1.3sec～2.2sec 범 에서 0.3sec 간격으로 설정하 으

며, 입사 고는 =0.04m, 0.08m  0.12m가 되

도록 하 다. 따라서, 체 실험조건은 규칙   불규

칙  각각 36 조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는 입사

의 주기(유의주기), 는 입사 의 고(유의

고)이며, 입사 는 =0m 치에서 설정하 다.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실험 는 규칙 의 경우는 

175sec 동안 조 하여 수면자료를 계측하 으며, 고 

등 제반자료는 60.05sec～162.40sec 동안의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 다. 불규칙 의 경우에는 300sec를 조

하여 수면자료를 계측한 후, 고 등 제반자료는 

90.05sec～294.85sec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실험결과의 정도를 높이기 해 동일조건의 

실험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수행하 다.

4. 실험결과

Fig. 2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리실험  수치해석 

조건에서 =0.45m(=0.05m)이고, =0.04m

인 경우에=1.3sec, 1.6sec, 1.9sec  2.2sec의 결

과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리실

험  수치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고(유의 고), 

고(유의 고), 곡고(유의 곡고)  평균수면을 분

석하 으나, Fig.2에서는 규칙   불규칙 를 상으

로 고(유의 고)와 평균수면만을 비교 도시하 다. 

Fig. 2에서 기호는 수리실험결과이고, 선  실선을 

수치해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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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Fig. 1. Definition sketch of wave brea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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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칙 와 불규칙 의 쇄 특

성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Fig. 1의 일정사면 

후 일정수심상에서 쇄 후 고는 규칙 보다 불규칙

의 경우가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0.10m, regular

(b) =0.10m, irregular
Fig. 3. Stable wave height after wave breaking.

Fig. 3은 =0.50m(=0.10m)인 수심조건에서 수행

된 수리실험결과에서 쇄 후의 안정 고 해석을 해 

계측된 결과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Fig. 3(a)는 규칙  

결과로서 쇄 로 인해 고가 감소하지만 수심의 약 30

배(=30) 지  이후부터 =0.3~0.4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Fig. 3(b)는 동일한 수심조건에서 불규칙

를 용한 결과로서  수심의 약 30배(=30) 지  이

후부터 ≒0.6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Fig. 3의 

결과는 쇄 로 인한 수면상승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

과로서 추후 수면상승분을 제외하고 분석할 정이다.

5. 결론

본 연구에 일정사면을 가지는 shelf 지형상에서 규칙

  불규칙 를 상으로 쇄 에 한 수리모형실험

을 수행하고, 수치해석결과와 비교 하 다. 규칙 와 

불규칙 의 쇄 특성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

고, 본 실험에서 구축된 실험자료는 향후 수치모형개발

을 한 검증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쇄 후 일정수심상에서의 안정 고를 

해석한 결과, 규칙 보다는 불규칙 의 안정 고가 크

게 산정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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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쇄 조건에서 직립식구조물의 월 량 산정식

Wave overtopping formula of vertical structures for 

non-breaking conditions

김 택1, 이종인2

Young-Taek Kim1, Jong-In Lee2

1. 서론

항만 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월 는 방 제, 호

안, 안시설 등과 같은 항만구조물의 마루높이가 

처오름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 해수가 구조물 내측

으로 유입되는 상이다. 특히 월 는 항만구조물 

배후면  안시설의 활용, 월 에 의한 달 의 

발생으로 항내정온도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직

인 향을 미친다. 이러한 월 에 비한 구조

물 마루높이를 계획함에 있어 구조물 마루높이가 

정 수 보다 높은 경우는 경제 인 설계가 될 수 

없으며, 낮은 경우에는 항만운   안시설 운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월 량의 산정  측은 경제 인 측면과 항만 운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항만구조물에 한 설계기 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는 “항만  어항 설계기 (해양수산부, 2005)”

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港灣の 施設の技

術上の基準․同解說(일본항만 회, 1999)”, 미국의 

경우는 CEM(Coastal Engineering Manual, 2004), 

유럽의 경우에는 표 으로 국의 BS Code(2001)

를 들 수 있다. 

특히 구조물 형상과 랑 등에 따른 월 특성은 

해안방재  연안구조물 설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설계기 서 내에 기본

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EU국가를 심으로 월

와 련된 문 설계서로 EurOtop(2007)이 작성

되었다. EurOtop(2007)에서는 유럽내 월  련 연

구자의 연구성과가 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단면형상에 한 기  월 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설계기 인서인 “항만  어항 설계

기 (해양수산부, 2005)”의 경우에는 일본의 설계기

을 국내에 용하는 수 으로서 국내 여건에 맞

는 설계기 의 정립, 기  수정  이와 련된 연

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월 와 

련된 체계 인 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다(한

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하여 직립식구

조물에 한 월 량 산정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수리모형실험

2.1 실험장비
실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단면수로에서 수행

되었다. 단면 수리실험은 폭 1.0m, 높이 2.0m, 길이 

56m의 수로에서 수행되었으며, 단면수로에는 기

서보 피스톤식 조 기가 설치되어 있고, 규칙   

불규칙 를 조 할 수 있다(그림 3.3.1  그림 3.3.2 

참조). 수로 내에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반사와 조

에서 발생하는 재반사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 수로 폭 1.0m를 폭 0.6m와 폭 0.4m로 분할하

다. 분할된 수로에서 실험모형은 폭 0.6m의 수로

에 설치하여 제반 자료를 취득하고, 폭 0.4m의 수로

에서는 입사 의 설정  보정을 수행하 다. 단면

수로는 주기와 고를 연속 으로 변화시킬 수 있

게 설치되어 있으며, 면 30m 구간을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실험장면 찰이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한, 조  면에 용량식 고계가 부착되어 있어 

고계에서 독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  흡수식 

제어가 가능하고, 수로 양쪽 끝 부분에는 여러 겹의 

다공성 구조로 형성된 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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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ketch of vertical structure

Fig. 2 Model setup for wave overtopping on 
vertical structure

Fig. 3 Photo for experiments for =0.05m

2.2 실험조건
직립식 구조물에 한 월 특성을 검토하기 하

여 직립식 구조물의 여유고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에 용된 단면 형상은 Fig. 1과 

같다. Fig. 1은 직립식 단면에 한 모식도로서 구

조물 면 토우에서의 수심은 =0.5m이며, 여유고

는 =0.05m, 0.075m, 0.10m, 0.125m, 0.150m, 

0.175m  0.200m이고, 이슨의 폭은 =0.4m이다. 

구조물 면에는 1:40의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다

(Fig. 2 참조).

2.3 실험파 조건
직립식 구조물에서의 월 량 산정을 해 다양한 

여유고와 실험  조건을 용하 다. 본 연구에 

용한 여유고는 =5.0cm, 7.5cm, 10.0cm, 12.5cm, 

15.0cm, 17.5cm  20.0cm이며, 실험  조건은 
=5.0cm, 6.0cm, 7.0cm, 7.5cm, 8.0cm, 9.0cm, 10.0cm, 

11.0cm, 12.0cm, 12.5cm, 13.0cm, 14.0cm, 15.0cm, 

16.0cm, 17.0cm  17.5cm이고, =1.4sec, 1.6sec, 

1.8sec, 2.0sec, 2.2sec, 2.4sec, 2.6sec  2.8sec이다. 

Table 1은 실험  조건을 정리한 것으로서 표 내에 

표기된 값은 상 여유고()이며, 상 여유고가 계

산된 조건에 해서만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는 Bretschneider-Mitsuyasu 스펙트럼을 

용한 불규칙 로 재 하 다.

2.4 월파량계측
직립식 구조물에 한 월 량 측식의 산정을 하

여 구조물 상치후면에서 연속 으로 월 를 계측하

다. 월 량의 계측은 유의주기 기  1,000 를 상으

로 하 다. 월 량 계측시 유량계를 이용하여 1,000

에 한 월 량을 연속 으로 계측하 다. Fig. 3은 실

험장면에 한 사진이다. 

3. 실험결과

3.1 월파량 분석
Fig. 1의 모식도를 상으로 Table 1의 실험  조건을 

용하여 각각의 여유고에 한 월 량을 연속 으로 

계측하 다. 계측된 월 량은 Owen(1982)이 제시한 식 

(1)의 지수함수 형태로 분석하 다.

 (1)

식(1)에서 는 무차원월 량(  )이며, 
은 상 여유고, 와 는 지수함수형태로 분석시 산정

되는 변수이다. 는 단 폭당단 시간당 평균월 량이

다( ).

Fig. 4는 Table 1의 여러 실험조건  =0.1m 조건

에 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결과 분석시 상 수심

() 즉, 주기 조건에 따른 월 량 값을 다른 표식으로 

구분하여 그래  상에 도시하 다. 일반 으로 월 량

과 주기의 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 으로 주기가 

긴 조건에서 월 량이 많이 계측된 것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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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ve overtopping for vertical structures

반 로 주기가 짧을수록 월 량이 작게 계측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2 월파량 산정식
Fig. 4의 형 로 각각의 여유고 조건에 한 무차원 

월 량()과 상 여유고()의 계를 이용하여 직립

식 구조물에 한 월 량산정식을 제시하 다(식 2).

 Fig. 5는 본 연구에서 제시안 월 량산정식과  

EurOtop(2007)에서 제시한 월 량 산정식과 비교한 것

이다.  EurOtop(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립식구조

물에 한 월 량 산정식은 식(2)와 같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월 량산정식




 
         (2)

- EurOtop(2007)에서 제시한 월 량산정식




 
         (3)

식(2)와 식(3)  Fig. 5를 분석하면 동일 구조물형상, 

즉 직립식구조물에 한 월 량 산정식이나 기울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는 Bretschneider-Mitsuyasu 스펙트럼을 용한데 반

해, EurOtop(2007), Andersen과 Burcharth (2009) 등의 

유럽에서 수행한 실험한 결과의 실험  조건은 

JONSWAP 스펙트럼을 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

이는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월 는 구조물의 마루높이

를 산정하는 매우 요한 설계인자이다. 국내의 항만 

구조물 설계기 에는 Goda도표를 이용하여 직립제  

경사제(호안)에 한 월 량 상정방법을 제시하고 있

으나, 입력조건의 한계  그래  상에서 내삽  외삽

을 통하여 설계 값을 산정함에 따라 설계자에 따라 설

계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 량 산정과 련된 최근의 연구 성

과인 EurOtop(2007)에서 제시한 월 량 산정식을 근간

으로 국내 항만구조물 설계시 용하는 설계 조건을 반

한 월 량 산정식을 직립식 구조물을 상으로 제시

하 다. 제시된 식은 지수함수의 형태로써 여유고에 따

른 월 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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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freeboard ()

5.0cm 7.5cm 10.0cm 12.5cm 15.0cm 17.5cm 20.0cm

5.0  1.000 1.500 2.000 　 　 　 　
6.0  0.833 1.250 1.667 2.083 　 　 　
7.5 0.667 1.000 1.333 1.667 2.000 　 　
9.0  　 0.833 1.111 1.389 1.667 1.944 2.222 

10.0  　 0.750 1.000 1.250 1.500 1.750 2.000 
11.0  　 0.682 0.909 1.136 1.364 1.591 1.818 
12.5  　 　 0.800 1.000 1.200 1.400 1.600 
14.0  　 　 0.714 0.893 1.071 1.250 1.429 
15.0  　 　 　 0.833 1.000 1.167 1.333 
16.0  　 　 　 0.781  0.938 1.094  1.250 
17.5 　 　 　 0.714 0.857 1.000 1.143 

 = 1.4sec, 1.6sec, 1.8sec, 2.0sec, 2.2sec, 2.4sec, 2.6sec, 2.8sec

Table 1. Wave condition and relative freeboard()



계 풍  태풍에 의한 연안해일 특성분석

Characteristics of Coastal Surge Height for Monsoon and a Typhoon

김양선1, 강주환2, 문승록3, 나희성4

 Yang Seon Kim1, Ju Whan Kang2,  Seong Rok Moon3, Hee Sung Na4

1. 서론

기본수 면  평균해수면 등과 같은 각종 조 면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 인 변화를 보이는데, 그 원인은 

조석(천문조) 자체의 변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인

인 건설에 따른 지형변화가 크지 않은 한 비조석 성

분(기상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 부분이다. 비조석 변

화(Pugh, 2004)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해수면 

상승  기온과 수온, 기압, 바람 등과 같은 기후변화

에 의해 유발된다. 충분한 정도로 측이 가능한 천문

조와 달리 기상조 는 해일고는 측조 와 측조

의 차이로서 주로 기상효과에 의해 야기되는 조 성분

으로 지역   시간  변동성이 매우 커 측이 쉽지 

않다. 이러한 조 측의 필요성은 방재분야 뿐 아니라 

해양에 지 분야  장기간에 걸친 해안침식 분야 등에 

매우 긴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 면을 정확히 측하

기 해서는 천문조보다도 기상조에 한 숙고가 필요

하며 특히 해일고를 발생시킨 기상상태에 한 고려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조 는 해일고와 련된 국내외 연구는 방재측

면에 이 맞춰진 경우가 부분으로 태풍해일  지

진해일을 외력으로 하여 연안에서의 해일고를 계산(김

도삼 등, 2007; 강주환 등, 2009; 천제호 등, 2009)하는 일

과성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기상상태의 다양성만

큼이나 해일양상도 다양하기에 해일양상의 특성분석

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에 한 국내 연구는 

매우 희소하여 강주환 등(2008)이 우리나라 서남해안

에서 해일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와 유

승 ·이우정(2009)이 한반도 인근의 폭풍해일 특성에 

하여 수행한 연구 정도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태풍과 

비태풍을 아우르는 해일 반에 한 연구가 폭넓게 이

루어지고 있다. Zhang et al.(1999)의 연구가 표 인

데 이들 연구에서 해일의 정량  평가  시공간  변

화에 한 연구, 특히 태풍과 계 풍에 의한 향성에 

한 정량화를 시도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후 2000

년  들어 해일과 조석과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Kim 

et al., 2008; Fiore, 2009; Haigh, 2010) 뿐 아니라 해일의 

  계  특성, 더 나아가 장주기 변화추세 분석

을 통한 장래 해일고 변화 측 등과 같은 연구(Olbert, 

2010)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상황을 감안

하여 야기된 해일고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해일고 발생의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공간   시간  해일고 분

포에 한 정량  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조위 및 조위편차 자료

해일고의 특성 분석을 해 먼  국내 연안에 가동

인 33개 검조소의 조 측자료를 수집하 다. 이들 검

조소에 한 자료기간  치 정보 등을 표 1과 그림 1

에 제시하 다. 이  측기간이 20년 이상인 검조소

(19개 지 ) 자료만을 상으로 수집하 고 결측자료

는 인근 검조소 자료를 참고하여 보완하 다. 측된 

자료는 천문조와 기상조가 포함된 자료(앞으로 ‘조 자

료’라 칭함)이기 때문에 해일고 자료(앞으로 ‘조 편차’

라 칭함)를 취득하기 해서는 천문조를 분리해야 한

다. 이를 해 모든 검조소의 1시간 간격 조 자료를 1

년 단 의 조화분석을 통해 해당연도의 조화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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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검조소별 관측정보

추출한 후 이를 통해 해당연도의 천문조를 사후추정함

으로써 조 편차를 산정하 다. 이 게 산정된 조 편

차 자료  표 편차의 2배 이상에 해당되는 해일고에 

해서만 해일강도(해일고*지속시간)를 산출하여 분석

에 활용하 다.

인 천

안 흥

보 령

군 산

목 포

대흑산도`

완 도

여 수 통 영
가덕도

부 산

울 산

포 항

속 초

묵 호

울릉도

서귀포

서해안 (6개 지점)

남해안 (8개 지점)

동해안 (5개 지점)

추자도

거문도

Fig 1. 검조소 현황

3. 계절풍 및 태풍의 영향

기상상태에 크게 향을 받는 조 편차는 태풍이나 

폭풍시에 극 화된다. 태풍은 주로 7-9월에 발생하는 

반면 북서계 풍은 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연안에서 이들에 의한 향성

은 지역별로 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그림 2

에 보인 바와 같이 계 풍의 향이 매우 심한 인천의 

경우 해일고가 동 기에 집 되고 있는 반면 계 풍의

향이 상 으로 덜한 여수의 경우 연  변화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7-9월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Fig 2. 조위편차의 연중 변화

각 검조소별 조 편차의 경년변화를 그림 3에 도시

하 다. 해일고의 크기를 표시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해일고의 연   높이를 선택하 으며, 각 해역별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하 다. 

계 풍의 향과 태풍의 향을 각각 악하기 해 

12-2월까지의 변화와 7-9월의 변화를 용이하게 분석하

고자 해 각 월별  합산으로 표 하 다. 

태풍에 의한 해일고 향을 분석한 결과(그림 3(a)) 

1990년 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순으로 그 향성

이 크게 분석되고 있어, 1990년 에 태풍이 주로 서해

안 지역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00년  이

후는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그 향성이 크게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RUSA(0215)에 의해 

해일고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다.

겨울철 계 풍의 향(그림 3(b))에 따른 분석결과는 

부분의 연안지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특히 계 풍의 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

다.



(a) 연도별 여름철(7-9) 해일고

(b) 연도별 겨울철(12-2) 해일고
Fig 5. 해일고 연도별 변화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향을 주는 태풍 는 계

풍에 의한 연안지역의 해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반도 

조  측소의 조 자료를 분석하여 정량  해석을 실

시하 다.

기상상태에 크게 향을 받는 조 편차는 태풍이나 

폭풍시에 극 화된다. 태풍은 주로 7-9월에 발생하는 

반면 북서계 풍은 주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연안에서 이들에 의한 향성

은 지역별로 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계 풍의 

향이 매우 심한 서해안의 경우 해일고가 동 기에 집

되고 있는 반면 계 풍의 향이 상 으로 덜한 남

해안의 경우 연  변화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7-9월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 인 분석 결과 도가 높은 서해안, 동해안과 

도가 낮은 남해안으로 차이를 보 다. 서해안의 경우  

여름철의 해일고가 태풍이 서해안을 통해 한반도에 상

륙한 경우 태풍의 험반원에 들어 해일고가 증가하여 

겨울철의 해일고 보다 크게 산정되고 있으나, 남해안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해일고 편차보다 낮게 산정되고 있

다. 한 1990년 와 2000년 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태풍의 진로에 따른 해일고 분포가 서해안에서 남해안

으로 바 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에 

발생한 태풍의 향으로 인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동해안의 경우는 여름철 해일고 보다 겨울철 

해일고가 더 크게 분석되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

풍의 향을 모든 해역에서 유산한 결과를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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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해안침식  외곽호안 안정성 모니터링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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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평택․당진항내 수로3구역 설에 따른 

수로3구역에 인 한 신평면 해안(멧돌포)의 해안침식 

 평택․당진항 외곽호안 제체 안 성 모니터링을  통

해 설사업이 해안  외곽호안에 미치는 향을 검토

하기 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목 이 있다.  

신평면 해안(멧돌포 해안)은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라 외곽호안 1공구, 2공구의 체 , 해안 인  수로부

에서의 설사업 그리고, 신평면 해안으로의 인공 구조

물의 설치가 계속 으로 이루어져, 평형상태인 자연

해빈이 침식  퇴 이 연속 으로 발생하며 변동을 계

속하고 있는 상황이다(평택․당진항 수리 상조사 보

고서, 2003~2010). 따라서, 번의 해안침식 모니터링

을 통해 신평면 해안에 한 장기 모니터링을 공사․

․후로 계획하 다. 해빈의 침식  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해수유동에 따른 창․낙조류

시 발생하는 해수의 유출입과 부유사  소류사 발생에 

따른 향과 랑에 의한 향이 있다. 랑의 경우 신

평면해안의 경우 외해로부터의 랑 내습시 입사방향

과 연하여 치하기 때문에 랑의 쇄  등의 향은 

남․북방향으로서 조류의 유출입 방향과 유사하다. 따

라서, 신평면 해안이 동측방향으로 차폐되어  있으나 

열린 해역의 길이가 최  20㎞에 이르므로, 해안에 미

치는 랑 향을 모니터링하기 해 10개월의 장기 

랑 측을 계획하 다. 

2. 해안침식 및 외곽호안 안정성 모니터링

2.1 조사 및 수행 범위

조사  측량, 해양조사, 수치모형실의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로3구역 설공사 ․ ․후로 계

획하여 조사  계측, 수치모형 실험을 수행 에 있다.

항 목 수행 내용

 해안침식 모니터링

 - 해안선 측량

 - 해빈단면 측량

 - 황 측량

 - 수심 측량(멀티빔 측량)

⋅6㎞

⋅20개소×1㎞

⋅6km×200m

⋅11㎢

 외곽호안 안 성 모니터링

 - 황조사

 - 층별 침하계(자동 계측)

 - 간극 수압계(자동 계측)

 - 변  말뚝(월별)

 - 제체사면 변화(지형  멀티빔)

 - 이핑  세굴 검토

⋅1식×3회

⋅3개소×1set

⋅3개소×1set

⋅15개소×1set

⋅18㎞×50m

⋅1식

 해양조사

 - 조석

 - 랑

 - 조류

 - 조량

 - 해 질 조사

⋅2개소×12개월

⋅1개소×12개월

⋅6개소×12개월

⋅1개소×2회

⋅30 ×2회

 수치모형실험

 - 해수유동, - 퇴 물 이동 

 - 랑변형,  - 표사이동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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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of database program about rip current field observation 

data at Haeundae Beach

이주용1, 김인철2, 이정렬3

Joo Yong Lee1, In Chul Kim2 and Jung Lyul Lee3

1. 서   론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란 더 이상 

해안해양공학의 전문적인 기술용어가 아니다. 2010

년 7월 29일 오후 2시 10분경과 7월 30일 오후 12

시 15분경에 각각 파라다이스 호텔 앞(3번 망루와 4

번 망루사이) 해상(그림 1 참조)과 4번 망루와 5번 

망루 사이에서 이안류가 발생하여, 각각 피서객 26

명과 28명이 조난되었다. 해수욕객들은 전원 구조되

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안류 발

생이 너무 잦아져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2007년 

이후 이안류에 의하여 2007년 120명, 2008년 150명, 

2009년에는 150명, 2010년에는 100여명이 조난되었

다가 구조되었다(홍, 2009).

그림 1. 해운대의 이안류 발생

(2010. 7. 30)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의 발생원

인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안류 빈번 발생지역에 

대한 인명보호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성균관대

학교 및 동서대학교 연구팀은 2010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종합적인 

하계 집중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을 수행하였다. 이 

때 수행된 종합적인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 자료들

은 금번 연구에서 개발한 관측 자료 조회 및 분석 

프로그램인 HAERIS (HAEundae RIp current Study)

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프로그램의 활용이 직관적인 Matlab 언어

기반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툴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해운대 이안류 원인규

명 관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인 HAERIS의 소개 및 

활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이안류의 개요

이안류의 발생원인과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안류의 관측 및

실험, 이론 및 해석기술의 두 가지로 각기 진행되어 

왔는다(김 등, 2011). 연안역에는 그 기인력이 서로 

다른 다양한 흐름이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으로는 

조석현상에 의한 조류, 계절적으로 변화하며 공간적

으로도 그 스케일이 비교적 큰 해류, 바람의 영향에 

의한 취송류, 그리고 파랑의 직접적 영향으로 발달

되는 해빈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단기간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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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안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랑

의 변형으로부터 비롯되는 해빈류라 할 수 있다. 해

빈류는 연안에서 쇄파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해수면 

상승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흐름이다. 해빈류가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게 흐를 때 연안류라 칭하며, 

이러한 연안류가 어느 한 지역으로 중첩되어 외해

로 급속하게 좁은 물길을 타고 빠져나가는 흐름을 

이안류라 한다(김 등, 2009).

3. HAERIS의 소개

3.1 이안류 원인규명 관측의 개요
2010년 6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종합적인 이

안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관측이 부산 해운대 해수

욕장에서 하계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CCTV, 

Current, GPS buoy, Shoreline, Surfzone detph, Tide, 

Wave, Weather의 8개의 항목에 대하여 관측이 수

행되었다. 이안류 발생 원인별 관측항목을 선정하여 

해운대 해수욕장에 맞는 관측시스템을 제안하여 수

행되었고, 이안류 발생원인 및 해당 원인에 적합한 

관측내용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 해운대해수욕장에 제안되어 수행한 

이안류 관측시스템

3.2 HAERIS의 소개
단기간에 여러 항목의 관측을 동시에 수행하였기

에 관측자료들의 관리 및 원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 

조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관측 자료 조회 및 

분석 프로그램인 HAERIS (HAEundae RIp current 

Study)를 개발하여 관측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림 3은 HAERIS의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화면의 

좌측에는 전체 관측기간동안 수행된 관측의 항목이 

제시되었고, 우측에는 관측날짜가 제시되었다. 우측

의 관측날짜를 선택하면 해당날짜에 수행된 관측항

목이 좌측에 반전되어 표시되고, 좌측의 관측항목을 

선택하면 해당관측이 수행된 날짜가 화면에서 표시

되어 특정일에 어떤 관측항목을 수행하였는지에 대

해 사용자가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 3. HAERIS의 초기 화면

3.3 HAERIS; CCTV 관측
CCTV 모니터링 관측은 2010년 하계에 2기의 HD

급 CCTV를 활용하여 수행한 주간의 영상화면중 오

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6시의 일 4회 시점의 캡

쳐된 정지화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날짜

의 해당시점에 대한 이안류 발생유무 등의 상황판

단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그림 4). CCTV

자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이 실시

간에 이루어지기가 힘들기에 시간대별 영상을 파악

함으로써 특정시점의 자료를 PIV등의 2차적으로 분

석하도록 하는 판단도우미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림 4. HAERIS의 CCTV관측화면

3.4 HAERIS; 유속 관측

2010년 하계에는 고정식 유속계, 이동식 유속계, 

ADCP의 세 종류의 장비를 이용하여 유속을 관측하

였는데, HAERIS상에서 데이터 조회를 원하는 유속

계의 종류를 선택하면 그림 5와 같이해당 유속계를 

이용해 관측한 날짜가 프로그램상에서 활성화되고 

관측지점이 도시된 지도를 참고하여 해당지점에서 



해당날짜에 관측한 유속에 대한 정보의 조회 및 분

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5. HAERIS의 Current관측화면

3.5 HAERIS; GPS 부이 관측

해운대 이안류 관측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해양

에 부유하는 튜브형 GPS 부이를 사용하여 이안류를 

포함한 해류의 흐름을 관측하였다. HAERIS상에서 

그림 6과 같이 관측일자 및 해당일자 관측에 사용

한 GPS 부이별로 분류하여 해당지역의 해류흐름을 

지도위에 도시화하였다.

그림 6. HAERIS의 GPS 

buoy관측화면

3.6 HAERIS; 해안선 관측

관측수행기간중 주기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안선을 DGPS를 이용하여 관측함으로써 관측일자

에 따른 해안선의 전진 및 후퇴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였다(그림 7). 여기서 해안선은 쇄파대의 중심

선으로 정의하였다.

3.7 HAERIS; 쇄파대 수심 관측

일정한 육상 기준점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준

점에서 해안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쇄파대의 수심관

측을 하여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쇄파대 지역을 모

니터링하였다. Side scan sonar나 정밀수심관측시 관

측이 힘들고 오차가 큰 범위인 쇄파대를 광파기를 

활용하여 관측 후, 해당 데이터를 그림 8과 같이 도

시하여 제공하였으며 수치모의시 관측된 쇄파대의 

수심을 기존수심에 포함시켜 민감한 쇄파대지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7. HAERIS의 해안선 관측화면

그림 8. HAERIS의 쇄파대수심 관측화면

3.8 HAERIS; 파랑 관측

ADCP를 이용해 관측한 정보중 관측일자별 파고, 

주기, 파향에 대한 시간대별 자료를 제공하고 상대적

인 비교를 위해서 같은 시기의 기상청 Wave Watch 

III의 결과값을 분석하여 함께 제공하였다(그림 9). 또

한, 그림 10에서 제시되었듯이 CCTV를 이용하여 모

니터링한 이미지를 통해 해당 시점의 파랑정보를 목

측을 통해 산출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9. HAERIS의 파랑 관측화면



그림 10. HAERIS의 파랑 관측(CCTV)화면

3.9 HAERIS; 기상 관측

기상청의 해운대 기상관측소에서 AWS자료가 제

공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현지에서 관측된 풍속, 

풍향, 기압의 영향 또한 고려하기 위해서 관측된 일

자별로 그래프화하여 그림 11과 같이 제공하였다.

그림 11. HAERIS의 기상 관측화면

3.10 HAERIS; 기타 관측

그 외에도 HAERIS상에서 부산 조위관측소의 실

시간 조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안류 발생과 

조위값과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게 하였고, 정밀 

수심관측도 별도로 제공되도록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하계, 부산 해운대 해수욕

장에서 시행된 이안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자료의 조회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관

측자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사용자의 접근성

이 편리하고 프로그램의 활용이 직관적인 Matlab 

언어기반의 GUI툴을 활용하여 개발된 HAERIS에 대

해서 소개하였다.

2011년 하계에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

류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이 수행될 계

획이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이안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관측자료가 점차 누적되

고 이에 따라 HAERIS 등을 활용하여 이안류의 발생

시점과 해당 시점 관측자료의 종합적인 비교 및 분

석이 용이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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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난 규모 지진으

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  유출

로 인한 피해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석

탄, 석유, 가스, 원자력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에 지 신 친환경 에 지, 신재생에 지의 발 을 

모색하는  세계의 추세이다. 에 지 고갈  환경문

제로  인한 신 ․ 재생에 지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

는 재 조력, 조류, 력, 해상풍력 에 지 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  력 소

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풍력 발 용량은 2007

년 기  191MW로서 세계 26 이며 2008년 기  약 

300MW인데 이는 세계 1  독일의 100분의 1에 불과

한 것이다.  재 세계 각국들은 앞 다투어 풍력산업

을 키우고 있다. 풍력발  기술의 비약 인 발 은 기

후 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의 환경  요구와 

유가 불안으로 인한 에 지 안  확보 요구라는 두 동

인에 기인한다. 석유, 석탄, 가스등의 화석연료의 

반 인 가격 불안과 기후 약으로 이한 온실가스 

감 의무화에 처하기 한 가장 실용 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풍력발 은 기술 으로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지속 인 성장 추세에 있다. 이런 시 에 우

리나라는 2010년 11월 지식경제부에서 2019년까지 

부안~ 에 1,500MW  해당하는 규모 해상 풍

력단지를 건설을 목표로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을 발표하 다. 연안 해역의 바람자료는 연안 해상풍

력 부존량산정, 연안의 랑 산정  연안의 열수

(heat flux, heat budget) 분석 등에 필수 인 자료이

다. 이를 해서는 재 가용한 모니터링 자료를 모두 

악하여, 자료의 품질  자료의 변동특성 등을 악

하는 연구  신뢰수 의 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해양에 지 개발사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해상 풍력의 부존량 산정에 이용되

는 해상 바람자료의 신뢰수 을 악하기 한 자료

의 수집-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2. 바람 자료

2.1 바람 모델링 자료

우리나라 연안의 설계 랑 산정을 한 목 으로 

이용되는 ECMWF( 규모유럽기상 보센터) 자료, 

일본 기상청의 JMBSC (일본기상사업지원센터) 자료

(JMA, 2007), 한국의 기상청 모델링 결과 자료 등 

규모의 공간해상도를 가진 다양한 기상자료가 상용 

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Fig. 1참조), 모형의 검

증 등의 목 으로 해상 부이 등을 이용한 모니터링이 

병행되고 있다. 

기상청은 2007년에 기상 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풍력 자원지도 첫 번째 을 개발하 다. 이 지동의 

장 은 풍부한 측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지만 부분 평지에 있는 측

소에서 자료를 사용하여 다소 해상도인 이 있다. 

그런 이유로 기상청은 풍력 발 을 실용화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 고해상도의 풍력 자원 지도 2009년 

(Fig. 2 참조)을 개발하 다. 

해상 력 부존량 산정 등에 한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의 바람 모델링 자료(자료 제공 시간간격은 3~6

시간 정도)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와 특정 지역에   

Fig. 1. ECMWF Grid Points (KORD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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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기상자원지도 (기상청, 2009)

한 장기간의 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연구로 

양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연안 체를 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바람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보

다 한 방법으로 단된다. 다만 가장 요한 사항

은 바랑 모델링 자료의 측 수 으로 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측결과의 신뢰수 에 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2.2 바랑 모니터링 자료
연안의 바랑 모니터링 자료는 기상청, 국립해양조

사원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연안 8개 지 과 9개의 등표부이에서  (덕 도, 외연

도, 칠발도,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동해부이  

와 서수도, 가 암, 십이동 도, 갈매여, 해수서, 지귀

도, 간여암, 안, 이덕서 등; Fig. 3 참조)바람 측을 

1시간 간격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바람정

보를 포함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자료

는 공문으로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Fig. 3 연안의 랑 측부이  등표부이 치(기상청)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약 40

여개 지 에서 1시간 간격으로 조 를 포함한 연안 

기상(바람 포함)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시간 간격자료는 최근 자료

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자료는 공문으로 요

청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연안 측지 은 기상청보

다 월등하게 많지만 주로 검조소가 치한 해안지

으로 먼 바다의 바람 측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

다. 최근에는 다수의 연구기 에서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등을 포함한 측기지 건설과 더불어 해양 기상

자료  흐름자료 등이 다수의 지 에서 측되고 있

으나 자료의 근이나 공개정도는 기상청이나 국립

해양조사원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 으로 단된

다.



Fig.5. 기상청 풍향자료

(마라도, 2008년 11월 ~ 2010년 10월)

Fig.6. 기상청 풍향자료

(포항, 2008년 11월 ~ 2010년 10월)

Fig.4. 기상청 바람 모니터링 자료(포항, 2008년 11월 ~ 2010년 10월)



3. 바람 측자료 분석

우리나라 연안에서 측되는 기상청 바람 자료

(2008년 11월~2010년 10월, 1시간 간격 포항 자료; 

Fig. 4 참조)를 보면 반 으로 변화양상이 매우 양

호한 것으로 단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향 자

료(2008년 11월~2010년 10월, Fig.5, Fig.6 참조)를 보

면 포항은 주로 서북서, 북북동, 남남서풍이 많이 불

고 있으며 5m/s이상의 풍속은 약 60%정도 되며 마라

도는 주로 북북서풍이 부는걸로 보인다. 5m/s이상의 

풍속은 약 66%정도 된다. 

4. 결론

우리나라 연안의 바람 모니터링에 한 자료는 기

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국가기 에서 수행되는 

자료가 가장 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

안 모든 해역을 상으로 공간 인 변화가 심한 바람 

정보로부터 최 의 해상 풍력 건설지 을 찾아내기 

해서는 심 상이 되는 모든 지 을 포함하는 모

니터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 모델링 자료를 활용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안 바람모델의 신뢰 수 을 악하기 해 재 

일본 기상청의 JMA(2010.) 자료를 이용 재 분석 

이며 이를 통해 모델 자료의 신뢰 수 을 악하고, 

해상 풍력 최 지를 찾기 한 각 지역별 발 량 산정

을 해 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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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연안의 파랑 관측부이 위치(기상청)

한국연안 파랑 모델자료의 신뢰수준 분석

Reliability Analysis of Wave Modeling Data in the Coastal Zone, Korea

김준식1, 조홍연2, 정신택3

 Jun Sik Kim1, Hongyeon Cho2 and Shin Taek Jeong3

1. 서론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M 9.0 

규모의 지진은 심각한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악의 

수준 원전 사고 7등급까지 격상되었으며, 이는 일본뿐

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

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일깨워 주는 사고이며, 

WNA(World Nuclear Association)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도가 3분의 1정도나 된다. 

세계는 원자력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신재생에너지

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또한 유가의 불안

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

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

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신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해양에너지

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 단계가 미비하

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 해상 파력의 부존량 산정과 

해상 파력 부존량 산정에서 이용되는 해상 파랑 자료의 

신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

로 다뤄졌던 기상청과 해양조사원의 모니터링 자료와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여 신

뢰수준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파력 부존량 산정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2. 파랑 자료

2.1 파랑 모니터링 자료
파랑 모니터링 자료는 조사결과 기상청과 해양조사

원에 공문을 통하여 과거자료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연안 8개 지점(덕적도, 외연도, 칠

발도, 마라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동해부이; Fig. 1 참

조)에서 1시간 간격으로 관측(Fig. 2 참조)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파랑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기상정

보(Pressure R.H., Temperature, Wave Heigh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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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마라도의 시간별 평균 파고 및 주기(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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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이어도의 10분간격 평균 파고 및 주기(해양조사원)



Fig. 4. 마라도의 파고 및 파향

Fig. 5. The calculation area of the Global Wave Model(outer thick line) and 
the Coastal Wave Model(inner thick line). (JMA, 2007)

Period, Wave Direction, Wind Speed, Wind 

Direction)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지점(가덕도, 군산

외항, 목포, 속초, 부산, 성산포, 여수, 영광, 완도, 울릉

도, 인천, 제주, 이어도 등)을 10분 간격의 파고 및 파주

기를 제공(Fig. 2 참조)하고 있다.

2.2 파랑 모델링 자료
모델링 자료는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자료의 취득이 가능하다. 수치예보모델이란 기온, 기

압, 습도, 바람 같은 기상요소의 시간변화와 대기현상

을 물리적 방정식으로 구성한 다음 준비된 방정식들에 

관측값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반영해 시간에 따라 적분 

계산을 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수치예보 값이 생산

된다. 이러한 복잡한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가 바로 수치예보모델이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에 가입된 180개 회

원국 가운데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이다. 이 가운데 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

인 중거리 일기 예보를 위한 유럽 센터, 중거리 일기 예

보를 위한 유럽 센터(ECMWF)에서 파랑 모델링 방법

을 통한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본기상업무지원센터(JMBSC)에

서 자료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일본기상업무지원센

터는 일본기상청(JMA)의 총재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

가된 기관으로 각종 사용자에게 기상 자료, 제품 및 정

보를 배부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이 자료는 

GWM(Global Wave Model)과 CWM(Coastal Wave 

Model)로 분류되어있으며(Fig. 5. 참조),  GWM은 격자

가 50간격으로 되어있지만, CWM 5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랑 모니터링 자료와 비슷한 지점

에서 신뢰성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자료를 구매하였으

며 자료를 해석 중에 있다.



Fig. 6. 연안의 파랑 관측등표 위치(기상청)

3. 신뢰수준 분석

 파랑 모니터링 자료는 다양한 관측기관에서 관측을 

진행, 저장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 해역을 관

측하여 논문의 최종 목적인 파력 부존량을 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랑 자료뿐만 아니라 

바람 자료 등 기상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자료를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ECMWF 자료를 이용

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장기간 파랑 정보를 계산한 결과

가 있지만, 외국의 JMA의 모델링 자료나 ECMWF의 자

료들은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결과 이기 때문에 신뢰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JMA의 CWM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기상청이 운영

하는 파랑 관측부이(Fig. 1. 참조)와 파랑 관측등표(Fig. 

6. 참조), 해양조사원의 관측되고 있는 지점들과 신뢰수

준 분석이 가능하다. CWM의 자료는 한국의 모든 연안 

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5의 격자간격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관측부이와 등표의 위치와 동일한 지점

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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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설 인 시화조력발 소

조력발 량 산정에 한 연구

The Study on The Evaluation of Tidal Power Generation Output

김제훈1, 오남선2, 정신택3

 Je Hun Kim1, Nam Sun Oh2 and Shin Taek Jeong3

1. 서  론

국내 에 지 수 의 불균형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

한 에 지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한 

기후변화 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

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하고, 이행수단으로 온

실가스 목표 리제까지 도입하 다. 2015년부터는 배

출권거래제를 통하여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게 배출

한 기업은 남는 분량을 시장에 는 시 가 다가왔다. 

얼마  쯔나미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 사태로 인하

여 좀 더 안 하고 지속 가능한 발 에 한 필요성은 

더욱더 증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체에 지 개발

에 한 연구는 증가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

지 개발은 인류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조력발 은 

세계 으로 각 받고 있는 신재생에 지  하나로,  이

미 랑스, 캐나다, 러시아, 국 등 여러 국가에서 조력

발 소를 건설  계획 단계에 있다. 

 조력발 이란, 조석을 동력원으로 하여 해수면의 상

승하강 상을 이용, 기를 생산하는 발 방식으로 일

정 량의 부체가 받는 부력을 이용하는 부체식, 조 의 

상승하강에 따라 실에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공기

식, 그리고 방조제를 축조하여 해수 수지 즉, 조지를 

조성하여 발 하는 조지식으로 나  수 있다. 이 가운

데 재 실용화된 조력발 방식은 조지식으로, 강한 조

석이 발생하는 큰 하구나 만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조지

를 만들고 외해수 와 조지내의 수 차를 이용하여 발

을 하게 된다.  이 외에 조석을 동력원으로 하되 조석

에 의한 해수의 흐름 즉, 조류로부터 에 지를 추출하

는 조류발 이 있다. 조력발 방식은 일반 으로 조지

수에 따라 단조지식과 복조지식으로 구분되며, 한 조

석의 이용횟수에 따라 단류식과 복류식으로 나 고 있

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일 의 큰 조 차를 이용하여 이

미 조력발 소로서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수, 2005; 

이 행, 2009)이 여러 차례 연구되었고 체 발  가능

한 조력에 지는 약 2,400MW정도로 추정된다. 이미 

시화호에는 세계 최  규모인 254 MW 의 단조지식 

창조식 조력발 소가 2011년 공을 목표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며(그림 1 참조), 서해안 부, 인천만, 경기

만 일 에서도 조력발 소 건설  계획 단계에 있다. 

조력발 의 최 화를 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  

사항은 선정된 지 에 정한 규모와 특성을 갖는 수차

발 기의 선정과 그 지 에서 발 단가가 최소가 되는 

조건하에서 연간발 량이 최 가 되는 수문용량  수

차발 기의 설치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는 조력발 량을 사 에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발  형식별 조력발 량 산정에 하여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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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scher Wyss 20MW 수차의  가동특성곡선

2. 조력발전 방식

2.1 조지식 발전

조력발 의 원리는 조석간만 차가 크게 발생하는 연

안 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해수 수지를 조성하고 

조시에 따라 해수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외

해와의 수 차를 이용하여 발 하는 것으로 조력발

의 경제성은 방조제의 길이가 짧고 해수 수지 즉 조

지의 면 이 넓을수록 그리고 조석간만의 차가 클수록 

높아지게 된다. 발 방식은 창조시에 외해 해수를 조지

에 채워 넣고 낙조시에  조지의 물을 외해로 방출하면

서 발 하는 낙조식 발 과 낙조시에 조지 내의 물을 

외해로 방출하여 조지를 비우고 창조시에 외해의 물을 

조지 내로 보내면서 발 을 하는 창조식 발 ,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양방향 발 방식이 있다. 가

장 일반 인 발  방식은 낙조식 발 으로 동일한 시설

용량으로 가장 많은 력을 생산할 수 있다. 낙조식 발

의 경우 조지 내 수 는 거의 항상 평균해면 이상으

로 유지되고 조지 내 수역이 외해 랑으로부터 차폐되

어 정온이 유지되므로 방조제 구간에 선박 통행용 갑문

을 설치 할 경우 항만과의 병행 운용도 가능하다.

단류식 낙조 발 시 발 량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조지수 를  , 외해수 를   라 하면 수두차

 는 

  

가 된다. 외해 수 를 진폭이 인 정 곡선으로 가정

하면 



가 된다. 여기서,   는 조석 의 각주 수

(angular frequency)이며,   는 조석주기, 는 조석의 

진폭이다. 조지의 수면 을  , 수차를 통과하는 유량을 

라고 하면 단 시간당 조지수 의 변화는 다음과 같

다. 

 

  

한 수리 손실을 무시하면 동력(power)은 다음 식

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해수 도,  는 력가속도이다.

발 시 수차를 통과하는 유량 는 수차 제작자가 

제시하는 수차의 가동특성에 따라 산정된다.  수치모형

에서는 이를  curve-f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수두차에 

한 3차식 는 2차식으로 표시하여 이용한다. 이 유

량특성곡선식은 정격수두(rated head), 을 심으

로 다음과 같이 2개의 식으로 표 된다.




  ≤



  

      

이 때, 발 량도 함께 계산되며, 발  특성곡선식은 

발 시 유량산정식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이 식에서 는 수차발 기의 최 출력이다. 

Escher Wyss 20MW 수차의  가동특성곡선은 그림 2

와 같다.

한편, 창조식 발 을 이용한 경우, 조력발 량 곡선

의 형상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창조식 발 시 조력발 량 곡선 

한 창조식 발 시 터빈 12 , 터빈 지름 8 m일 때 

발 량을 산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No. of Turbines =12     Dia. of Turbines =8.00

Tide Start_t  End_t Gen_time Start_headEng-tide  Cum-ene

 1  6.100  11.400    5.300   3.505      755.495     755.495 

 2 18.100  24.600    6.500   3.453     1069.881    1825.376 

 3 31.100  36.000    4.900   3.086      486.204    2311.580 

 4 43.300  49.500    6.200   3.510      862.180    3173.760 

 5 56.000  60.700    4.700   2.365      273.207    3446.968 

 6 68.800  74.700    5.900   3.494      655.204    4102.171 

 7 81.400  85.800    4.400   1.951      150.401    4252.572 

 8 94.100  99.900    5.800   3.154      539.546    4792.118 

 9 106.900 111.300   4.400   1.880      137.964    4930.081 

10 19.500 125.100    5.600   3.262      563.937    5494.018 

11 132.200 136.800   4.600   2.328      243.813    5737.831 

12 144.300 150.000   5.700   3.323      711.703    6449.535 

13 157.100 162.000   4.900   2.966      452.953    6902.488 

14 168.900 174.800   5.900   3.416      916.553    7819.040 

15 181.700 187.000   5.300   3.483      723.388    8542.428 

16 193.200 199.500   6.300   3.093     1080.472    9622.900 

17 205.700 211.700   6.000   3.061      987.380   10610.281 

18 217.700 224.200   6.500   3.015     1173.358   11783.638 

19 230.100 236.600   6.500   3.055     1161.849   12945.487 

20 242.100 248.800   6.700   2.727     1217.281   14162.767 

21 254.500 261.300   6.800   2.930     1269.585   15432.352 

22 266.800 273.400   6.600   2.920     1214.466   16646.818 

23 278.900 286.000   7.100   2.682     1323.343   17970.161 

24 291.500 297.900   6.400   3.020     1165.510   19135.671 

25 303.600 310.700  7.100   2.913     1337.481   20473.152 

26 316.300 322.400   6.100   3.164     1065.688   21538.840 

27 328.300 335.400   7.100   2.987     1303.785   22842.626 

28 341.300 346.900  5.600   3.406      897.624   23740.249 

 total cumulative energy is      23740.2493 

표 1. 창조식 발 시 발 량 산정결과 

2.2 수조식 발전

다음은 바다에 구조물 는 인공 인 라군을 건설하

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수조를 이용한 발 시스템에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수조에 의한 소규모 발  시

스템은 규모 조력 의 건설에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건설형태에 따라 력이 필요한 곳

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수조에 의한 

발  시스템에 한 연구를 하여 소규모 수조를 제작

하고 이에 한 발 량을 산정한 후 이론 인 발 량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수조를 이용한 최 의 발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본 인 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한 실험장치는 그림 4와 같이 내부수조

와 외부수조로 구성하 으며 두 수조는 으로 연결하

여 수 차에 따른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 다.  외부수

조는 블록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내부수조는 철제

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그림 4. 수조의 형상

   

수조를 이용한 발 시스템을 장에 용하기 해

서는 수조의 규모와 조차에 따른 이론 인 발 량이 계

산되어야 한다.  이 게 계산된 발 량을 근거로 향후 

수조발 시스템을 용할 지역에 필요한 수조의 규모

와 개수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

되는 이론  조력 부존량 산정식에 의한 계산값과 실험

의 결과에 의한 시간별 유량과 수 로부터 산출된 발

량과 비교하고자 하 다.

이론 인 조력부존량은 조지내에 유입되는 총에

지와 같으며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조지면 이 수 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가

정하면  의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한 터빈에 의한 시간별 기계에 지는 량유량과 

단 량당의 에 지의 곱으로 표시되며 이를 동력 

(kW)으로 표시할 경우 다음 식과 같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지식 조력발 과 수조를 이용한 조

력발 방식에 하여  연구하 다. 조지식 발 의 경우 

단조지 창조식 발 시 발 량을 산정하 으며, 수조를 

이용한 경우에는 모형을 제작하여 이론  발 량과 실

제 발 량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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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tellite image of study area  

풍력 자원을 이용하여 수질개선이 가능한 항만의 지역적 범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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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의 개발과 리모델링을 고려할 

때 항내 정온과 가동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

는 외곽시설은 외해로부터의 침입하는 파랑과 유입 토사

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조석의 영향이 미미하

여 항내의 해수가 쉽게 교환되지 못하여 수질 오염이 점

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친수친환경 

항만의 개발과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배후지역의 녹지화, 

오수 및 우수관을 항내에 설치시 1차 정화시설 고려, 항

내 안정을 확보한 외해수의 유입을 증대시켜 수질을 개

선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외

해수 유입을 통한 항내 수질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

서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Yamamoto et 

al.(1987), Satoh et al. (1994), Kitsukawa(2003), Ohmura(2007)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해양부(1999), 

Kim et al.(2009), 이 등(2003), 이 등(1999), 장 등(2010) 등

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항만 리모델링 신공법 개발 

중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여 외해수를 유입하

고, 유입된 해수를 다기수로를 통하여 오염된 항내 여

러 정체구역들에 유출시켜 수질개선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내용은 주문진항에 설치되었

던 실해역 풍력 실험을 소개하고, 풍력을 이용하여 수

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선정하

여 그 범위 내의 항만들을 소개하도록 한다.

2. 풍력을 이용한 수질개선 실해역 실험

기존의 해수교환시스템은 외해에서 유입되는 해수

를 일정 구역에 유출시키는데 불과하여 오염이 심한 원

거리 흐름정체구역에 수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기수로를 설치 시 유입된 해수

를 원거리 정체구역에 방류시켜 그 효과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Kim et al., 2009). 또한, 풍력과 다기

수로가 결합된 해수교환시스템을 개발하여 주문진항

에 실제 적용하여 유입 유출관로 수리특성을 연구하

였다(김과 송, 2010). 풍력을 이용한 수질개선 시스템은 

풍력 날개(rated speed 180 rpm)로부터 전달된 동력으

로 유압모터 (5.5cc/rev x 2대, 1,800 rpm)를 이용하여 

해수펌프 (2.2KW x 2, 1800 rpm)를 가동시키기 위한 동

력 전달장치로 구성 하였다. 실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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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wind power system

여겨지는 요소는 풍속으로서 시스템의 풍속 한계는 

3m/s에서 20 m/s로 정해져있다. 본 장치는 풍력 프로

펠러가 유압펌프를 가동시켜 동력이 10kW 발생시 외

해수를 0.005m3/sec 양수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며, 시

스템의 사양은 Table 1과 같고 실험장치의 설계도면을 

Fig 2에 도시하였다.

Rotor diameter(approx.) 7.5 m
Rated power10 kW 10 kW
Nominal tip speed 30 m/s

Max. tip speed 35 m/s
Cut-in Wind-speed 3 m/s
Cut-out wind-speed 20 m/s

Max. power coefficient 0.4
Design tip speed ratio 10

Blade length 3 m
Max. chord length 450 mm

Materials FRP
Blade root construction FRP

Blade weight 70 kg x 3
Hydraulic pump 11cc/rev x 2 
Hydraulic motor 2.2 kW x 2
Sea water pump 5 L/sec x 2

Total weight 1480 kg/unit

Table 1. Wind power system

본 실험은 풍속 3m/s이상에서 바람이 불 경우 외해

에서의 해수를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해수를 뽑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파이프 관을 설치하여 본 시스템이 구

동되었을 때 당시 풍속은  4.5~4.8m/sec로 5~10분 지속

적으로 나타내었고, 관을 펌프에 설치하여 파이프로 

10m 길이에서 시스템이 구동되었을 경우 해수가 유출

되는 모습이다. 이 당시 유량은 펌프 사양 유량인 

0.005m3/sec에서 손실에 의한 값을 제외한 0.003 ~

0.004m3/sec의 유출량을 얻을 수 있었다.

1998년 해수교환 방파제가 실시 설계된 후 해수 유입

량은 평균 71000m3/sec, 해수 교환율은 48%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추가적으로 원거리 방류가 가능한 시스

템을 평가하기 위해 케이스별 다기수로를 통한 해수교

환시스템에 관해 실험들을 실시하였다. 원거리 방류가 

가능한 각 실험은 해수교환방파제의 단독 해수교환율

을 기준으로 평균 18%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처럼 기존의 해수교환 방파제의 위치가 매우 적절하더

라도 항의 단면형상에 따른 흐름정체구역(Dead Zone)

의 해소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해수

교환방파제와 다기수로를 통하여 해수를 유출시키는 

Hybrid형식이 가장 우수한 시스템으로 분석된다.

3. 연구대상 항만의 지역적 범위조사

3.1 수질개선이 필요한 대상항만 지정
본 연구의 대상항만은 국내 지정항만 50곳(2000.10 

기준, 항만청) 중 지리적 위치, 항만 가용성, 항내 수질

오염 정도, 흐름정체구역 빈도 등을 고려하여 7곳을 선

정  조사하였다. 또 기존의 실해역 실험과 비교하기 위

해 주문진항의 풍력 자원 자료를 추가하였다.

항내 흐름정체구역(Dead zone) 빈도를 예측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지수를 사용한다. Murakami et 

al.(1994)는 해역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폐쇄지수(Enclosed Index, E.I. )를 제

안하였다. 폐쇄지수의 값은 클수록 해역이 쉽게 오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해역의 고

정된 형상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유동성이 있는 항만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국토해양부(1999)

의 보고서에서는 해역별로 조석 간만의 차이가 매우 심

한 우리나라의 조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사용하기에 적

합한 지수로서 정체지수(Stagnation Index, S.I. )를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폐쇄지수와 정체지수를 조석에 의한 

항내 외의 해수교환 정도를 고려한 여건의 항내의 해수

가 얼마나 정체되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함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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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항내의 수면적,   는 항입구의 폭, 

  는 항내 수역의 평균수심,   는 항 입구의 평균

수심,  는 항내 진폭, 그리고   는 폐쇄지수, 

는 정체지수를 의미한다. 

3.2 풍력자원 조사 및 적정성평가

본 연구의 선정된 항만에 대한 국내의 풍력자원 자료

를 조사하여 각 곳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산정, 그 결과

를 기존의 실해역실험과 비교 분석하여 풍력에너지 

활용을 통한 항만의 수질 개선의 적정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풍력발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계절별풍속, 풍량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폐쇄지수와 정체지수를 고려한 50개 지역 중에서 협

소한 면적을 가진 항만과 풍력단지의 건설에 적합치 못

한 특수지역을 제외하고, 풍력자원량에서 활용할 수 있

다고 판단되는 평균 풍속이 높은 지역을  Table 3과 같

이 선별하였다.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예측자료로서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KIER)에서 제공하는 풍력자원지도 시스템과 

관측자료로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각 지점별 기상자

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상청의 

자료는 측정지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국내의 풍속특성과 풍력자원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대부분이 웹기반의 분석 및 

예측도라는 점과 본 연구에서 요하는 정확한 지점에서

의 풍력자원 자료조사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정밀계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Name of port
Mean yearly 
wind velocity

(m/sec)

wind
direction

Density of 
wind

(W/m2)
Jumunjin port 5.19 W 255.77

Pohang new port 5.87 SWW 234.38

Ulsan port 5.65 NNW 209.54

Yeosu port 6.01 NW 260.71

Incheon port 5.48 NNW 215.74

Kunsan port 5.84 NNW 271.25

Mokpo port 6.02 NNW 279.96

Jeju port 5.34 E 245.90

Table 3. Wind climate characteristics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에서 제공하는 풍력자

원지도 시스템의 평균풍속 및 풍력밀도 분포도를 각각 

Fig.  4와 Fig. 5에 도시하였다. 각 항은 해안 인접지역이

므로, 육상의 풍력자원보다 평균풍속 및 풍력에너지 밀

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풍력발전의 가장 효율

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되는 지역을 선정, Fig. 6에 선정

항만의 월별 풍력자원 그래프를 추가하였다.

Name of port
Width of harbor 

mouth (m)
Entrance channel 

depth (m)
Surface area

(m2)
Water depth 

(m)
 E . I . S . I .

Jumunjin port 210.0 7.0 210,000 5.00 1.56 109.77

Pohang new port 500.0 20.0 1,520,000 16.00 1.97 1018.12

Ulsan port 2,500.0 13.0 5.06E+07 10.70 2.34 153.75

Yeosu port 600.0 10.0 1,400,000 8.20 1.62 12.98

Incheon port 500.0 12.0 276,000 8.0 0.70 1.96

Kunsan port 2,000.0 10.0 1.15E+08 10.00 5.36 24.36

Mokpo port 800.0 20.0 3,750,000 12.0 1.45 12.35

Jeju port 155.8 16.7 790,000 6.00 2.05 17.25

Table 2. Enclosed index and stagnation index for each port
 



Fig 4. Mean wind velocity distribution (`05 to `07)

   

Fig 5. Wind power density distribution (`05 to `07)

4. 결    론
항만에 대한 풍력자원의 이용은 육상풍이 아닌 해상

풍의 활용으로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서남해

권에서는 도시민 400만명의 1년 전력소요량인 5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항만의 정체구

역에 대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Hybrid 형식의 리모델링 공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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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해역의 통합형 지진해일 수치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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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진 발생으로 인한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지진해일 발생 시 해안 지

역의 상 도달시각과 상 고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동해  서․남해에 하여 통합 지진해일 시나

리오 DB를 구축하 다. 구축된 지진해일 시나리오 DB

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특․경보 발표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 기상청 DB에 사용된 수치 모델의 경우 

기 조건 선정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계산 방식(지진 

규모에 하여 깊이에 따라 동일한 단층운동량을 용)

에 한 고찰이 요구되었으며, 총 5개의 역으로 나

어진 지진해일 모델은 지진해일이 됨에 있어서 각 

역의 경계부에서 오차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해일 모델의 기 조건을 선정하

는 부분에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진해일 계산 

역을 통합함으로서 지진해일 측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 다.

2. 수치모형

지진해일은 장 의 일종으로 주로 지진에 의한 해

면의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 으로 장 이론의 경

우 수립자의 연직방향 가속도는 력가속도와 비교하

여 무시될 수 있으므로(Kajiura, 1963), 결과 으로 이는 

수립자의 수직방향으로의 운동이 압력분포에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직방향의 가속을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3차원 공

간상에서의 질량보존식과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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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수평방향 좌표이고, 는 연직방향 좌

표이며 는 시간이다.  는 정수면 상에서의 수 ,  ,  , 

는  ,  , 방향의 유속이고 는 력가속도,는 ,  

방향의 법선 혹은 선방향의 단응력을 말한다.

해 면 마찰은 천해역에서의 지진해일 과정에

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 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Manning의 마찰공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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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은 Manning의 조도계수로 리 알려져 있

는 계수이다(Linsley et al,1979). 마찰계수 f 와 

Manning의 조도계수와의 계는 다음과 같다.






  (6)

이 식에 의하면 n 이 일정하다고 할 때 f 는 총수심

이 얕아질수록 증가한다. 즉, Manning의 조도계수는 

정상상태의 흐름에서 근사되고 있다.

탄성체의 응력과 변형에 한 이론에 의하면

(Manshinha. et. al (1971), Okada(1985) ) 해 면 변형

은 단층 라미터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단층 

라미터는 정  라미터와 동  라미터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Fig. 1.  Fault parameter and coordination

3. 수치모형의 개선

3.1 초기조건 설정
지진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단층의 길이와 폭을 산정

하고 그로 인한 기 해수면 변 를 용하는 기존의 

계산 방식 신, 지진모멘트에 따른 강성률 변화를 

용하여 깊이에 따라 단층의 면 을 산정하여 단층의 폭

을 변화시켜 기 해수면 변 를 용하는 방법을 사용

하 다(Lay. et. al., 1995). 

지진 깊이에 따른 강성률은 Anderson이 산출한 값

(Anderson. et. al. 1981)을 바탕으로 설정하 다. 총 깊

이를 3 단계로 구분하여 강성률을 용하 다. 15km 

이하일 때는  266Kbar으로, 15km를 과하면서 25km 

이하일 때는 682Kbar로, 그리고 25km를 과할 때는 

684.3Kbar으로 하여 40~265km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Anderson이 제시한 강성률은 Fig. 2와 같다.

Fig. 2.  The rigidity according to depth

Fig. 3. The fault momentum change according to depth 

3.2 영역의 확장 및 통합 
기존에 5개로 분할되어 있는 계산 역을 하나로 통

합한 모델을 구축하 다. 체 역은 기존의 5개 역

이 모두 포함된 역으로 동경 117~142.5도, 북  

24~45도이다. 격자 간격은 기존과 같은 0.01도 간격으

로 2551x2101개의 격자로 구성하 다. 수심 입력자료

는 기존의 각 역별 수심자료와는 다른 성균 학교

의 1분 간격 DEM 자료를 사용하 다.

Fig. 4  Integration of existing model domains



3.3 초기 도달시각 및 최대파고 도달시각 설정
지진해일 도달 시각과 최  고만을 산출하던 기존

의 방식에 최  고 도달 시각을 산출하도록 추가 구

성하 다. 도달 시각은 기 해수면이 0으로 설정됨을 

감안하여 0이 아닌 값이 발생한 시각을 선정하게 하

다. 최  고 도달 시각은 최  고의 값을 산출하고 

그때의 시각을 선정하게 하 다.

3.4 단층면 추가 및 표출시스템 개발
오키나와 해구에 인 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

던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키나와 해구에 평행한 단

층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양상을 비교 검토하

으며, 수치모의 결과는 지진해일의  분포, 16개 

모니터링 지 에 한 해일고의 시계열, 954개의 모니

터링 지 에 한 해일고 도달 시각, 최  해일고의 값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진해일의  분포와 해일고의 시계열 그래 를 

matlab을 이용하여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시계열 그래 의 경우, 최  도달 시각과 최  해일고 

도달 시각, 최  해일고 값이 그래 에 표시 되도록 구

성하 다.

4. 수치모형 수행 결과

앞서 제시한 단층 운동량 계산의 차이에 의한 기 

해수면 변 를 바탕으로 민감도 실험을 실시하 다. 

상 해  지진은 큐슈 서쪽해역인 동경 128.45, 북  

33.25도에서 규모 8.4로 발생한 것으로 선정하 고, 실

험 역은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잘 될 수 있는 

역인 Sect. 3을 사용하 다.

<Initial sea surface height> <After 1hour>

<After 2hours> <After 3hours>

Fig. 5.  The result of existing calculation method

<Initial sea surface height> <After 1hour>

<After 2hours> <After 3hours>

Fig. 6.  The result of the calculation method  improved

기 해수면 분포를 확인한 결과, 기존 계산방식은 

-0.487 ~ 3.741m, 개선된 계산 방식은  -0.272 ~ 3.013m

로 기존 계산방식이 보다 높은 진폭을 보인다. 해일 

 양상은 비슷한 분포를 보지만 기 해수면 변 의 

차이로 인해 개선된 계산 결과가 작은 진폭의 변화를 

보인다.

새로 구축된 통합 역 모델을 기존의 분할된 역의 

모델과 비교․검증하기 하여, 개선된 계산 방식을 사

용 Sect.1 역 모델과 통합 역 모델을 같은 조건하에

서 실험하 다. Sect.1 역과 통합 역의 실험 결과에

서 지진해일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Initial sea surface height> <After 1hour>

<After 2hours> <After 3hours>

Fig. 7.  The result of calculation in Sec.1



<Initial sea surface height> <After 1hour>

<After 2hours> <After 3hours>

Fig. 8.  The result of calculation in domain  integrated

오키나와 해구와 평행한 단층면에 한 지진해일 실

험을 해 과거 발생하 던 지진 정보를 입력하여 실험

하 다. Case 1은 1901년 6월 24일 7시 2분에 동경 

129.30, 북  28.30에서 규모 7.7로 발생한 지진, Case 2

는 1938년 6월 10일 9시 53분에 동경 125.06, 북  25.25

에서 동일한 규모로 발생한 지진을 선정하 다.

<초기 해수면> <1시간 후> <2시간 후>

Fig. 9. Parallel fault experiment of Okinawa trench 

(Case 1)

<초기 해수면> <1시간 후> <2시간 후>

Fig. 10. Parallel fault experiment of Okinawa trench 

(Case 2)

5. 종합 및 정리

본 연구는 지진해일 보  경보 시스템의 DB구축

을 해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기 수립된 수치모델을 개

선하고 그 용성을 검토한 것이다.

이에 한 업화를 해서는 기존 측자료와 수치

모델 간의 비교 등을 통해서 개선된 결과에 한 검토

가 추가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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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주관하는“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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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해안  동 국해의 지진해일 시뮬 이션

The Simulation of Tsunami against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김 승1, 강 승2, 김국진3

Hyun-Seung Kim
1
, Yung-Seung Kang

2
 and Kuk-Jin Kim

3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먼  지진해일이 통과하는 해  지형

에 한 표  기 으로서 한 공간 격자 크기를 정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치 모형을 수립하 다. 그리고 

수립된 수치 모형을 이용하여 동 국해에서 발생한 과

거 지진해일의  특성을 악하고, 발생 가능한 지

진에 한 가상 지진해일을 선정하여 한반도 남해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2. 자료조사

한반도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기록은 17세기에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643년 7월 

덕에서 동래에 이르는 지역에 해일 기록이 있고, 1681

년 6월 양양에서 삼척에 이르는 해역에 발생한 해일과 

신흥사 계조굴 거암이 붕괴한 것은 동해 앞바다의 해

지진과 이로 인한 해일에 의한 것이다. 

지난 1900년부터 2006년까지 한반도 서남해안  동

국해에서 발생한 지진  지진해일의 발생 지 은 러

시아의 Institute of Computational Mathematics and 

Mathematical Geophysics 연구소(http://tsun.sscc.ru)

와 기상청(KMA)의 국가지진센터의 자료를 사용하

다. 과거의 지진은 부분 일본 남동해안과 황동 국해

의 륙붕단에 치한 류큐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 에서 필리핀 단

층 에 속하는 부분으로 수심이 깊고 해 의 단층운동

이 활발한 곳이다. 류큐열도에서는 발생한 지진의 횟수

에 비해 지진해일은 상 으로 은 횟수가 발생하

고, 그 향 한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남해안  남동해안에서도 지진이 발생하 는데, 지진

의 규모가 작고 지진해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Fig. 1.  Distribution of earthquakes (1900~2006)

지진해일이 발생한 지 은 부분 류큐열도에 치

하고 있으며 이 지 에 해서 I값이 모두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지진의 규모는 크지만 발생했던 지진해

일이 한반도 보다 가까이 치한 일본에도 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되는 과정에서 소멸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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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tsunami

3. 수치해법

지진해일은 장 의 일종으로 주로 지진에 의한 해

면의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 으로 장 이론의 경

우 수립자의 연직방향 가속도는 력가속도와 비교하

여 무시될 수 있으므로(Kajiura, 1963), 결과 으로 이는 

수립자의 수직방향으로의 운동이 압력분포에 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직방향의 가속을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3차원 공

간상에서의 질량보존식과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는 수평방향 좌표이고, 는 연직방향 좌

표이며 는 시간이다.  는 정수면 상에서의 수 ,  ,  , 

는 , , 방향의 유속이고 는 력가속도,는 ,  

방향의 법선 혹은 선방향의 단응력을 말한다.

Fig. 3.  Fault parameter and coordination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기 단계에서의 Taylor 개

를 이용한 유한 차분법은 가장 기 이고 표 인 수

치해석법이었다. 유한 차분 근사에서는 연속된 역에

서의 문제를 이산화하여 고려하고 독립변수는 반드시 

이산화된 에서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도함수는 Taylor 개를 이용한 편미분방정식(PDE)

의 수함수의 형태로 근사화 되었고 지 까지도 FDM

에 의한 많은 수치해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FDM에 

의한 수치해법을 이용하는 때에는 원래의 PDE에 한 

엄 해와 비교하여 정확도 높은 근사해를 얻기 해 수

치해법, 격자 크기, 안정조건, 이산화 오차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

4. 수치모형

다양한 격자간격을 사용하여 지진해일 수치계산을 

수행하면 어느 정도 이들 오차는 평가 가능하지만, 각 

상 역의 지진해일 마다 다양한 검토를 행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평가를 실제 지진해일 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지형 

데이터만으로 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

는 확장 Fractal 이론을 이용한 방법으로 Imamura 

(1994)가 복잡한 해안선을 차분 격자로 표 하는데 필

요한 격자간격 선정기 을 마련한데 이어, 실제 지형에 

있어서의 용 결과 역시 좋은 결과를 보 다.



Fig. 4.  Depth data and the region of Fractal value 

calculating

Region 1, 2, 3에 제시된 역에 해서 Fractal 이론

을 용한 결과 값이 4km~6km 일 때 해 지형이 

크게 변화하 고, 1.5km 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격자간격의 변화에 따른 해 지형의 변

화에서는 값이 1km에서 0.5km로 변화할 때 지형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수치 모델의 계산 역에 한 격

자간격은 약 1km가 한 것으로 단된다.

Fig. 5. Approximation standard of the bathymetry 

from Fractal theory

본 과업에서 지진해일에 의한 남해안의 고 분포를 

계산하기 해 동  결합된 다  격자 결합모형을 구성

하 다. 각 역별로 다른 격자간격  지배방정식(선

형, 비선형모형)을 설정하 고, 모형의 연결비율은 1:3

이며, 세격자의 시간간격은 역격자의 1/2로 하 다.

Domain A는 역 격자로서 선형이론에 기 하여 

향선법에 의한 Wave Ray 와 지진해일의 기 형  

Hydro-dynamic Model 수행의 기본 Domain으로 구성

하 고, Domain B는 지진해일의 가 륙붕을 지

나 연안에 근하면 선형장 이론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장은 더욱 짧아지고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므

로, 비선형 성력(nonlinear convective inertia force)

과 바닥 마찰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천수방정식을 용

하 다.

Fig. 6.  Domain for the numerical model

Table 1.  Information for the numerical model domain

구분 Domain A Domain A Domain B

격자 체계 구면좌표 직각좌표

격자 간격 30 sec 1080 m 360 m

시간 간격 3 3 1.5 

지배방 식 선형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

외해경계조건 - 자유투과 동 연결

육지경계조건 - 완 반사

수행 모델
Wave-Ray 

Model
Hydro-dynamic Model

지진 발생 지 에 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하 을 때 

발생된 형이 수심에 의해서 되는 경로를 향선

법에 의해 악 할 수 있다. 원래 향선 방정식은 학

의 원리에서 착안한 방법으로 Fermat가 이를 응용하여 

해양의 동에 용하 다. 향선을 계산하는 데는 

Munk와 Arthur(1952)에 의한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

기 형 산정에 필요한 단층 라미터는 1983년 일

본 Akita 지진해일의 라미터를 일부 변형시킨 형태

로 사용하 다.

Table 2.  Fault parameter of tsunami in 1983

Fault No.  (km)   (o)  (o)  (o)  (km)

1 2 22 40 90 7.60

2 3 355 25 80 3.05

※ 출처 : Aida (1984)



Table 3.  Information for calculating points

Point Date
Location

Ms
Lon. Lat.

1 1901/06/24 07:02 129.30 28.30 7.7

2 1938/06/10 09:53 125.06 25.25 7.7

3 2005/03/20 10:53 130.20 33.90 7.0

Point 1,2 는 과거에 실제 지진해일이 발생했던 지

이고, Point 3은 2005년 후쿠오카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 발생시 

해일 발생이 상되었던 지 이다. 

Fig. 8.  Tsunami propagation (Point 1)

Fig. 9.  Tsunami propagation (Point 2)

Fig. 10.  Tsunami propagation (Point 3)

5. 종합 및 정리

지진  지진해일의 공백역으로 알려진 한반도 남해

안  동 국해에서 발생된 지진해일의  경로  

향을 동  결합 nested grid 모형을 통해 분석  

측하 다. 과거에 류큐열도에서 발생된 지진해일은 규

모와 기 고가 크지만 동 국해에 치한 륙붕

를 지나면서 고는 차 감쇄되면서 국해안으로 

되고, 일본 서북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한반도 

남해안에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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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of Regional Sea Surface Wind and
Comparison of Spectrum Ocean Wave Models for Typhoons

태풍의 국지 인 해상풍 산정  해 모형의 비교

김 승1, 강 승2, 김국진3

Hyun-Seung Kim1, Yung-Seung Kang2 and Kuk-Jin Kim3

1. INTRODUCTION

At present, wave numerical models can be 
mainly classified as follows: the traditional wave 
ray theory, the mild slope equation (ellipsoidal, 
parabolic and hyperbolic), the Boussinesq 
equation, and the wave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The SWAMP Group first modified the 
phase-averaged spectral wave energy conservation 
equation model, which was used in large-scale 
deep open sea condition and made it suitable for 
the coastal, and offshore wave forecast. Based on 
the spectral action balance equation,  Tolman 
(1991) advanced the third generation wave model, 
i.e. Wavewatch-III.

Developed the third generation shallow water 
wave model SWAN(acronym for simulating waves 
near shore), which can be applied in coastal zones, 
lakes and estuaries. The model represents the 
processes of wave shoaling, refraction, bottom 
friction, depth-induced wave breaking, whitecapping, 
wind input and nonlinear wave- wave interactions 
reasonably.

Numerical waves are generated by wind waves, 
swells and hybrid waves under stationary or 
non-stationary conditions. From this process the 
spectrum considered in the model is the action 
density spectrum rather than the energy density 
spectrum, because that action density is conserved 
whereas energy density is not conserved. And for 
the case of the typhoon the wave height must be 
considered the diffusion of the energy spectrum. 

In this study, simulation of the wave height for 
the Typhoon Rusa and Maemi by ocean wave 

models using non-stationary mode.

2. MODEL FORMULATION

2.1 Action Density Equation
The ocean waves are described with the 

two-dimensional wave action density spectrum 
       as a function of relative angular 
frequency σ, wave direction  , latitude , 
longitude , time  .

The action density spectrum is defined as the 
energy density spectrum        divided by 
 observed in a frame moving with the ocean 
current velocity, that is       .
      

The action density is chosen because it is 
conserved in the presence of time-dependent water 
depths and currents whereas the energy density 
spectrum is not. In general, the conservation 
equation for  in flux form in spherical 
coordinates is given in the following equation 
form.




 













 

 (1)

In (1) the first term in the left hand side 
represents the local rate of change of action density 
in time, the second and third terms the propagation 
of action density in geographical space, the fourth 
term the shifting of relative frequency due to 
variations in depths and currents and the fifth term 
the depth-induced and current-induced re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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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AM
The WAM model solves the energy balance 

form of (1) for no currents and fixed water depths 
for both deep and shallow waters in a spherical 
grid. WAMDI Group(1988) describes the Cycle-3 
version of WAM model in which  and  are 
based in the formulations of Komen et al.(1984). In 
the current Cycle-4 version of WAM model,  
and  are based on the formulations of Janssen 
(1991) in which the winds and waves are coupled, 
that is, there is a feedback of growing waves on the 
wind profile. The effect of the feedback is to 
enhance the wave growth of younger wind seas 
over that of older wind seas for the same wind. It 
solves the wave propagation equation using the 
first order upwind explicit scheme which results in 
the propagation time step being limited by the CFL 
condition while the source term integration uses a 
semi-implicit scheme.

2.3 SWAN
The SWAN model solves the action balance 

equation on a spherical grid as an option. Because 
of the assumptions of time-independent water 
depths and no currents, the solution of (1) is 
equivalent to the solution of the energy balance 
equation as in WAM model. However, it uses an 
implicit scheme to propagate the wave action 
density, which has the great advantage that the 
propagation time step is not limited by any 
numerical condition since the scheme is 
unconditionally stable in geographic and spectral 
space. In geographic space the scheme is first-order 
upwind and it is applied to each of the four 
directional quadrants of wave propagation in 
sequence. 

In the spectral space the scheme is variable 
between an upwind scheme and a central scheme. 
The numerical scheme used for the source term 
integration is chosen by the user and can be the 
fully implicit, semi-implicit of explicit scheme. The 
SWAN model has the option of using WAM 
Cycle-4 physics for the  and  source terms. 
The version of the SWAN model used in this study 
is SWAN Cycle-4 version 40.72 that contains the 
parallel MPI source.

2.4 Wavewatch-III
As in SWAN the wave model Wavewatch-III 

also solves the action density balance equation but 
with a variable wavenumber coordinate  (   
: being wave length) replacing the wave coordinate 

. The propagation velocity  in wavenumber 
space replaces the propagation velocity   frequ- 
ency space with the former closely resembling the 
latter. 

With the assumption of no currents and fixed 
depths,    as in the case of  . The solution of 
(1), therefore, simplifies to the solution of the 
energy balance equation as in the case of the WAM 
and SWAN model. The  and  source terms 
are based on the formulations of Tolman and 
Chalikov(1996) and includes also the option of 
using WAM Cycle-3 physics for these source 
terms. In Wavewatch-III model all the boundary 
points are set to land points. The version of 
Wavewatch-III model used in this study is 
Wavewatch-III version 2.22.

3. TYPHOON SIMULATION

3.1 Computation Area and Depth
The third generation ocean wave models WAM, 

Wavewatch-III, and the near shore wave model 
SWAN are used to simulate wave height for the 
Typhoon Rusa and Maemi.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s form a complex oceanographic 
system with considerabl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physical properties and behavior. 

Computation area is East Asia including Japan 
and computation grid resolution is 1/12o by 1/12o.

Fig. 1. Model area for the study

3.2 Meterological Forcing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d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have developed 
the Mesoscale Model(MM5) which is based on a 
non-hydrostatic, primitive equation model with a 
terrain-following coordinate for atmospheric 
simulation. A simple scheme for bogussing tropical 
cyclones (typhoons) into the initial condition of 
MM5 can be used for improving computational 



result. The scheme is designed to be robust and 
provide a significant enhancement of initial 
tropical storm strength and positioning relative to 
what is available in the background gridded 
information obtained from global or large region 
models. During the MM5 3D-Var bogussing 
process, the sea-level pressure and wind fields are 
adjusted toward the bogussed sea-level pressure 
and wind fields. Because MM5 3D-Var system 
contains dynamical and statistical balance 
constrains.

Fig. 2.  The concept for bogussing tropical typhoon

Fig. 3.  Track of the Typhoon Rusa

 

Fig. 4.  Distribution of wind and pressure fields for 
the Typhoon Rusa

Fig. 5.  Track of the Typhoon Maemi

Fig. 6.  Distribution of wind and pressure fields for 
the Typhoon Maemi

4. Ocean Wave Height Computation

The third generation ocean wave models WAM,  
Wavewatch-III, and the near shore wave model 
SWAN are used to simulate wave height for the 
Typhoon Rusa and Maemi. The largest significant 
wave heights occur along the track of typhoon 
around the south coasts of Korea and the west 
coasts of Japan, respectively. The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follows the track of the 
typhoon and it occurs. And the diffusion of energy 
occurs from the part area in WAM and SWAN 
model result.



Fig. 7.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during 
Typhoon Rusa form WAM, SWAN and 
Wavewatch-III

Fig. 8. Maximum significant wave height during 
Typhoon Maemi form WAM, SWAN and 
Wavewatch-III

5. SUMMARY and DISCUSSION

The influence of the typhoon which invades to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weak from the open 
sea it comes with the near ocean. The dispersion of 
energy is big from the open sea and it is small from 
the near shore. At the time of typhoon invasion if it 
computes the height from the open sea, the 
Wavewatch-III model it will be able to consider the 
dispersion of energy well. And the SWAN model 
is appropriate in wave height computation of the 
near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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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Application for ELCIRC

(Eulerian-Lagrangian CIRCulation) Model

Eulerian-Lagrangian 해양순환 모델의 용성 검토에 한 연구

김 승1, 강 승2, 김국진3

Hyun-Seung Kim1, Yung-Seung Kang2 and Kuk-Jin Kim3

1. INTRODUCTION

The main challenge to a cross-scale circulation 
model is to resolve the complex geometry and 
bathymetry commonly found in coasts, estuaries, 
tidal flats and rivers in an accurate, efficient and 
robust way, while maintaining adequate resolution 
in the deep ocean. 

Circulation models based on an unstructured grid 
are ideal for this, but so far, there have been few 
that can meet the challenge mentioned above, 
despite considerable research efforts that have gone 
into developing such models. Models based on 
fully 3D unstructured grids (Cheng et al., 2000; 
Labeur and Pietrzak, 2005; Danilov et al., 2004) 
are so far too expensive for large applications. 

Models based on the explicit mode splitting 
technique (POM, ROMS, FVCOM, ADCIRC, 
QUODDY, SEOM), in addition to having errors 
associated with the splitting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modes (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 suffer from numerical stability constraints 
(e.g., the Courant–.Friedrich–.Lewy (CFL) 
condition) that restrict the maximum allowable 
time step and thus the size of the problem.

ELCIRC is an unstructured-grid model designed 
for the effective simulation of barotropic and 
baroclinic circulation across river-to-ocean scales. 
It uses a finite-volume/finite-difference Eulerian 
-Lagrangian algorithm to solve the shallow water 
equations, written to realistically address a wide 
range of physical processes and of atmospheric, 
ocean and river forcing. The numerical algorithm is 
low-order, but volume conservative, stable and 
computationally efficient. It also incorporates 
wetting and drying of tidal flats. 

ELCIRC has been subject to extensive bench- 
marking and has been applied to the description of 
important Columbia River features and processes.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have used 
ELCIRC in other applications (Robinson et 
al.,2004; Myers and Aikman, 2003; and Pinto et 
al.,2003). 

ELCIRC is being released as an open-source 
code (CCALMR, 2003),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anchor a modeling framework that will 
evolve

2. MODEL FORMULATION

ELCIRC formulation based on the UNTRIM 
model of Casulli and Zanolli(1998), and lagrangian 
treatment of advection terms allows large time 
steps to be used.

Momentum equations are solved using semi- 
implicit finite differencing, while the continuity 
equation is solved using a finite volume approach.

A semi-implicit scheme is used the barotropic 
pressure gradient in the momentum equation and 
the flux term in the continuity equation are treated 
semi-implicitly. The vertical viscosity term and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for the momentum 
equations are treated fully implicitly; and all other 
terms are treated explicitly. This ensures both 
stability (Casulli and Cattani, 1994) and computa- 
tional efficiency.

The normal component of the horizontal 
momentum equations is solved simultaneously 
with the depth-integrated continuity equation, i.e., 
there is no mode splitting between these equations. 
The total derivatives of the normal velocity are 
discrete using Lagrangian backtracking, thus 

1 발표자 : ㈜ 략해양 / 차장 / blueholic@oceanrns.com

2 ㈜ 략해양 / 표이사

3 ㈜ 략해양 / 이사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preventing advection from imposing stability 
constraints on the time step.

2.1 Grid System
ELCIRC is unstructured grid horizontally and - 

coordination vertically.
Salinity and temperature are defined vertically at 

half levels, and horizontally at nodes, side centers, 
and element centers.

Fig. 1. Horizontal and vertical grid system

Where  is water surface elevation for element 
;  is vertical velocity for element , level  ; 
 is velocity for side  and half-level ;  is 
vertical level height for  and  ;  is length of 
side  ;  is distance between centers of elements 
for side .

2.2 Backtracking(Eulerian-Lagrangian method)
The time step is first split into a specified 

number of substeps, and an Euler method is then 
employed on each substep. 

Tracking begins at the center of each side and 
uses   to find the foot of the characteristic 
line. Grid is fixed in time, but time step is not 
limited by CFL condition

The velocity at the foot of the characteristic line 
is interpolated linearly, and the component of that 
velocity in the perpendicular direction to the 
starting side is used in the momentum equations.

For salinity and temperature transport, back- 
tracking is performed from both the nodes and the 
side centers. The salinity and temperature at the 
foot of the characteristic line are also interpolated 
linearly, and the density is subsequently computed.

  

Fig. 2. Backtracking to the foot of the characteristic 
line

3. TIDE SIMULATION

ELCIRC solves the free surface elevation and 
the 3D water velocity, using a set of four 
hydrodynamics equations based on the Boussinesq 
and hydrostatic approximations. Because the study 
area is East Asia but tidal variation in East China 
Sea is important, a single vertical layer is used. 
When there is only one layer, descretized 3D 
equations automatically become 2D depth averaged 
version.

Fig. 3. Vertical structure in original version

Fig. 4. Vertical structure in depth averaged version

The equations solved in this model express the 
conservation of mass and momentum.










 (1)














 (2)














 (3)

Where   is the water depth;  is the surface 
water elevation;  is the total water depth
 ;   is the acceleration of 
gravity;  is the time;  and  are the depth 
averaged velocity components in the  and  
direction; and  is the bottom drag coefficient. 

The bottom drag coefficient is computed through 
the following equation. 

  

 (4)

Where  is the space-dependent Manning coeffi- 



cient.
The Yellow and East China Seas form a complex 

oceanographic system with considerabl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physical properties and 
behavior. The region is most remarkable for large 
tides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mid-east 
Chinese coast and for complexity of tidal phen- 
omena along with seasonally varying monsoon, 
typhoons, fresh water discharges from surrounding 
land masses and the Kuroshio.

Fig. 6. Depth data for the study area

Fig. 7(a). Computation grids and depth data

Fig. 7(b). Computation grids in coastal area

The temporal discretization of the equation is 
done with a semi-implicit scheme. The barotropic 
pressure gradient in the momentum equation and 
the flux term in the continuity equation are treated 
semi-implicitly. The bottom boundary condition 
for the momentum equation is treated fully 
implicitly and all other terms are treated explicitly.

Open boundary conditions of the tidal model for 
East Asian Marginal Seas have been selected for 
this model with the model resolution of 1/12° 
(Matsumoto, 2000), from which the computed M2, 
S2,, K1, O1, N2, K2, P1, and Q1 tidal charts are 
provided in Fig. 8. Along the open boundary eight 
major tidal constituents can be prescribed for real 
time tide specification.

Fig. 8. Computed NAO-tidal charts of the M2, S2, 
K1, O1, N2, K2, P1, and Q1 tides



Fig. 8. Continue

Fig. 9. Computed ELCIRC-tidal charts of the M2, 
S2, K1, O1, N2, K2, P1, and Q1 tides

4. SUMMARY

This study is investigation of application for 
Eulerian-Lagrangian circulation model. 

Summary of main features of ELCIRC;
1. Semi-implicit finite-difference / finite-volume 

method
2. Unstructured grid in horizontal, z-coordinates 

in the vertical
3. Finite difference for momentum, transport and 

turbulence closure equations
4. No splitting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anl 

modes
5. Eulerian-Lagrangian advection scheme
6. Wetting and drying is treated naturally by 

finite volume for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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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트 치 를 통과하는 랑의 SPH기법에 의한 가시화

Visualization by SPH Method of Waves Propagating 

over the Ocean Floor T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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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Hyeong Kim, Seo Ri Kim 

1. 서 론

  해  지형 변화에 의한 랑 변형 측은 시설물을 보

호 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이러한 랑 변형을 

측하는 방법으로는 수치 해석 기법, 수리 모형실험, 해

석 해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수치 해석 기법  하나인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법을 이용하

여 트 치를 를 통과하는 랑을 가시화하 다.

    SPH법은 격자 사용에 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입자를 이용한 격자 없는 순수 Lagrangian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체 각각의 입자 치를 추 하는 방식으로 각 

입자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

기 때문에 과거에 벡터로만 가시화했던 방법 신 유체 

입자로도 가시화 할 수 있어 보다 시각 으로 표 하기

가 수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PH기법의 장 을 살려 트

치 를 통과하며 되는 랑을 가시화하 다. 수치 

해석 결과로써 얻어진 랑을 시간  별로 유체 입자와 

속도벡터로 각각 가시화하 고, 그 결과의 타당성  유

효성을 정태화 등(2007)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토

하 다. 

2. 지배방정식

SPH법을 이용하여 성, 약한 압축성 유체에 

한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김과 고., 2007; Kim and 

K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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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입자 의 도, 속도, 치

를 나타내고, 는 의 질량을 나타낸다. 는 외부 

힘, 는 응력텐서를 나타내며,  , 는 텐서표기로 

공간에서 나타내는 방향을 표시하고, 는 핵함수를 

나타낸다. 압력 는 약한 압축성이라는 가정 아래에

서 상태방정식 식(3)를 이용하여 구하고, 는 인공

성 식(4)를 통하여 구한다.

2.1 상태방정식
SPH법에 약한 압축성의 자유수면에 유동을 

해 유체의 압력은 다음의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얻

을 수 있다(Batchelor, 1967; Monaghan, 1994).

                           (3)

여기서, 는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고, 는 

무차원 상수이며, 는 기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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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numerical wave flume 

Fig. 2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solution and SPH method 

2.2 인공 점성
인공 성은 경계면에서의 수치  발산을 제거하

기 하여 SPH법에서 사용된다. Monaghan and 

Gingold(1983)는 인공 성 에 한 다음의 식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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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 는 음속을 나타내고, 

항은 운동량 보존 방정식의 단과 체 성의 

역할을 하며, 항은 고속 충돌에서 입자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  항은 수치 인 발산을 

방지하기 한 작은 값이다.

2.3 경계벽 조건
본 연구에서 경계벽 입자의 배열은 Gomez-Gesteira 

and Dalrymple(2004)이 제안한 엇갈림 격자 배열을 사

용하 고, 경계벽의 침투를 막기 해서 Lennard-Jones 

형태의 다음 식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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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

수, 는 기입자 간격이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3.1 해석모델 
  본 수치 해석에서 사용된 입자의 수는 약 8,000

개이다. Fig. 1의 입자 배열은 Dalrymple and 

Knio(2000)가 제안한 엇갈림 격자 배열을 사용하

고, 의 생성 조건으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

다(Dean and Dalrymple, 1984).

  


                                 (6)

여기서, 는 피스톤 이동변 를 나타내고, 는 피

스톤  행정, 는 주 수를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기 물 입자를 0.02m의 간격으로 배열

하 다. 여기서 시간 증분  
, 유체 입자

의 동 섬 계수는   , 력가속도 

  의 값을 각각 가진다. 

3.2 모델 타탕성 검토

  

  Fig. 2는 수치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본 

연구의 계산 결과를 정태화 등(2007)의 해석 해와 

수치 해를 본 논문에서 사용한 SPH기법과 비교

하여 나타낸 것이다. 트 치가 칭인 경우의 서

로 다른 수심()에 해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

다. 축은 원 으로부터의 거리를 입사 의 장

으로 나  무차원 값을 사용하 으며, 축은 고 

값을 입사 의 고로 나  무차원 값을 사용하

다. 수심은 Fig. 1에 나타낸    , 

  로  각각 고정하 다. , 트 치의 폭 

B는 약 한 장(L)의 형태가 되도록 하 으며, 트

치의 깊이는 와 같은 0.32m가 되게 하 다. 

실험 결과와 



               (a) particle                                   (b) velocity vector

Fig. 3 Particle and velocity vector distribution on regular wave propagation 



Fig. 4 Time series of wave height 

비교했을 때, 정성 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4는 트 치 (약 1L)과 트 치 후(약 2L)

에서의 지 에서 고를 측정한 것이다. 트 치를 

통과하기 의 고보다 트 치 통과 후의 고가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트 치의 

효과가 잘 입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3.3 가시화

임의의 장애물을 만날 때 반사  투과 상이 

일어나고 고의 변화가 나타난다. Fig. 3은 트

치라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일반 으로 일어나는 

고의 변화를 유체입자와 속도벡터를 통해 각각 가시화 

한 것이다. Fig. 3의 (a)는 유체입자를 나타내어 트

치와 같은 해 면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고

의 변화를 시간  별로 가시화 하여 나타내었다. 

트 치를 통과하지 않을 때의 고보다 트 치를 

통과 한 뒤의 고가 더 작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의 (b)는 Fig. 3의 (a)와 같은 조건을 사용

하여 속도벡터로 나타낸 그림이다. 트 치 부분에

서의 속도벡터의 움직임을  Fig. 3은 유체입자와 

속도벡터를 통해 규칙 의 과정과 트 치에서

의 동 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격자를 이용하는 방법과는 달

리 격자를 나 지 않고 입자를 이용하는 SPH법을 

사용하 다. 이 계산결과는 정태화 등(2007)의 실

험 결과와 비교하여 정성 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그리고 유체입자 분포, 속도벡터 분포의 

변화를 통해 유동시 그에 따른 변화와 특성에 

해 가시화를 하여 한 에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검증과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트 치 를 통과하는 랑의 SPH기법에 

의한 가시화는 해  지형에 의한 랑 변형에 

한 측에 유용하여 이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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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10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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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지역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주요 근

거자료로 활용되는 해안침수예상도는 자연재해대책

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6-6호에 의거하여 제작․보급되고 있다. 해
안침수예상도는 2006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구)해양수산부)에서 마산, 목
포, 군산 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 까지 총 9개소(마
산, 목포, 군산, 부산, 여수, 통영, 제주, 울산, 부산)에 

대한 해안침수예상도가 시범적으로 제작되었으며, 
2009년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사업이 이

관되어 작성지침(안)과 연차별 기본계획(안) 수립과 

함께 부산 해운대, 여수 가막만 지역에 대한 해안침수

예상도를 시범 제작하였다.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연안도시 

141개소(지형도 축척 1:25,000 도엽 기준)에 대한 해

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 

Database 및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

하고 있다. 연차별로 2010년 15개소, 2011년 38개소, 
2012년 41개소, 2013년 45개소에 대한 해안침수예상

도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국립해양조사원, 2009). 
2010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 사업은 지

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해양기반 구축을 위

하여 해수면 상승, 태풍 및 폭풍해일 등 해안범람 관

련 연안재해 예방 실무활동에 활용 가능한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수립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 종합기본계획과 작성

지침에 따라 6개 지자체의 15개 지역에 대한 해안침

수예상도를 제작․보급하는데 있다. 더불어 시나리오

별 모의 결과를 토대로 GIS 기반의 Database를 구축

하고, 2009년 사업 대상지역인 부산(해운대), 여수(가
막만) 지역에 대한 3차원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부분만

을 기술하고자 한다.

2. 2010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

2.1 과업개요
2010년 해안침수예상도는 부산(월내, 다대), 거제

(가조, 고현, 장승포, 거제, 매물), 울산(정자), 창원(남
포, 진동), 여수(신풍, 화양, 개도, 우학), 제주(한림) 등 

6개 지자체의 15개소(지형도 축척 1:25,000 도엽 기

준)에 대하여 제작하였다(Fig. 1). 
해안침수예상도는 2009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지

침(안)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대상지역 기초자료조사 

수집 및 분석, 해일예측을 위한 수치모형 구축 및 검

1 (주)혜인이엔씨(HYEIN E&C co., Ltd. Woolim Blue9-BizCenter A-dong 24F Yeomchang-dong, Gangseo-gu, 

Seoul, Korea)

2 국립해양조사원(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365 Seohae-Daero(Hang-dong 

7-ga) Ju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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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해안침수예상도 추진절차

증, 미래예측 가상 시나리오 구축 및 적용, 시나리오 

적용모의를 통한 시나리오별 해일고 및 침수범위 선

정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해안침수예상도, GIS 기
반 DB 및 3차원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으로 수

행되었다(Fig. 2).

2.2 주요 입력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지역 지자체 방문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에 

관한 홍보 및 자료협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침수지역에 대한 현장조

사를 통하여 과거 침수피해현황을 조사하였다.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수치모형 수립시, 실

제 지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수심, 지
형 표고자료 및 해안선 정보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범람모의시 상세

하고 정확한 지형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
상지역의 표고자료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와 LiDAR 관측자료를 기

반으로 구축하고,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미구축

지역에 대해서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수집 및 

참고하여 수치모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기상청 및 태풍연

구센터 자료를 1950년대부터 수집 및 분석하여, 태풍

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근거로 태풍영향시기의 조석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 해일고를 산정하고, 폭
풍해일 수치모의시 태풍 영향에 따른 시간을 설정하

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태풍 내습시 시간별 중심기

압, 최대풍속, 이동경로, 진행속도 등의 정보를 분석

하여 후술되는 시나리오 모의 구축시 근거자료로 활

용하였다. 
태풍 내습시 해일고 산정 및 피해양상 분석을 위해 

조석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시간별 관측자

료를 수집 및 분석(부산, 여수, 가덕도, 울산, 제주 등)
하여, 해일고는 조위자료로부터 조화분해를 통해 당

해년도 예측조위를 추정해 실제 관측자료와 차이로 

산정하였다. 또한 매시간별 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국

립해양조사원의 협조를 통해 과거 조위기록지 분석

을 통한 1분 관측자료 및 최근 디지털 관측자료를 확

보하여 해일고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수치모의시 검

증자료로 활용하였다.

2.3 폭풍해일 수치모의 구축 및 검증
당해연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수치모형

은 ADCIRC v.49.13을 적용하였다. 본 버전은 

Wetting/Drying, Overflow and Through Flow Barriers 
등이 개선되었고, 이전 버전들과 비교해 안정성과 민

감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ww.adcirc.org). ADCIRC 모형의 격자체계는 

FEM(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삼각요소망이 사용된다.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계산

격자망은 격자간격을 최대 20,000∼최소 20m로 하

여, 삼각요소의 element수는 약 18만개, node수는 약 

10만 개로 구성하였다. Fig. 3은 광역과 창원 진동지

역의 상세 격자망 및 수심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상 수

심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남해안, 동해안 제주 일

대 해역의 총 83종의 측량 원도와, 해역별 최신 수치

해도 총 187종을 입력하였고, 육상 표고자료는 기본

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10m 해상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 총 266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들 자료가 부재한 지역은 축척 1/1,000, 1/5,000 수
치지형도의 표고자료를 활용하였다.

수립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과거 대상지역에 최대

해일고를 유발한 6개 태풍(매미(MAEMI, 0314), 루사

(RUSA, 0215), 사오마이(SAOMAI, 0014), 쎌마

(THELMA, 9503), 페이(FAYE, 8712), 다이너(DINAH, 
8705))을 선정하고 관측자료와 직접비교를 통한 정량

적인 검증을 수행하였다(Fig. 4, 생략). 태풍 매미, 루
사의 경우 1분 간격 시계열 및 1시간 간격 시계열 관

측자료의 획득이 가능해 이와 직접 비교를 통한 검증

을 수행하였으며, 여타 태풍은 1시간 간격 시계열 관

측자료와 비교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관측치에 

비해 다소 낮은 해일고를 보인 태풍 사오마이를 제외

하고, 시나리오 대상 태풍들의 검증결과는 관측치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ADCIRC 모형의 

해일모의 적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 광역 격자망 및 수심도 (b) 창원 진동지역 격자망 및 수심도

Fig. 3. 계산격자망 및 수심도

2.4 가상시나리오 구성
미래예측 가상시나리오의 중심기압 범위는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950hPa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습 

태풍시 자주 발생되는 980hPa부터 미래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강도 강화 및 수퍼태풍 발생 등의 가상상황

의 반영을 위해 최저 930hPa 까지 고려하였다. 최대

풍 반경은 중심기압, 최대풍속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

용하므로 시나리오 반영시, 특정크기를 가감하는 방

법보다 비율로 20% 증감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

여 최대풍반경 시나리오 범위를 선정하였고, 경로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동

경 123~132°를 통과하는 태풍으로 하였다. 시나리오 

대상태풍 6개 선정을 통해 진행속도와 내습각도를 

반영하여 이동경로 10cases, 중심기압 6cases, 최대풍

반경 3cases로 하여 대상지역별 총 1,080cases 시나리

오를 구축하였다.

2.5 지역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대상지역 태풍시기별 해일고로부터 확률분포 함

수의 적용성이 인정된 극치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빈

도별 해일고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상지

역별로 50년, 100년, 150년, 200년 빈도 및 시나리오 

결과에 대한 최대범람 해안침수예상도를 작성하였

다. 해당빈도 해안침수예상도는 대상지역의 해당빈

도 해일고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 

모의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지역에서 해당빈도 해일

고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나리오의 범람결과를 모두 

중첩하여 해당빈도 해안침수예상도의 범람범위를 

설정하였다. 당해 사업을 통해 제작된 해안침수예상

도는 총 6개 지자체, 15개소 대상지역별로 50년, 100
년, 150년, 200년빈도 및 최대범람 case에 대해 수치지

형도 기반의 1:25,000 80매, 1:5,000 496매 및 위성영

상 기반의 1/5,000  496매 등 총 1,072매이다. Fig. 5는 

당해연도 대상지역 중 여수 신풍지구의 최대범람에 

대한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시한 것이다.



(a) Index map (b) 1:25,000 - 수치지형도 base

(c) 1:5,000 - 수치지형도 base (d) 1:5,000 - 위성 base

Fig. 5. 해안침수예상도(여수 신풍지구)



3. 결     론

2010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보급 사업은 부산

(월내, 다대), 거제(가조, 고현, 장승포, 거제, 매물), 울
산(정자), 창원(남포, 진동), 여수(신풍, 화양, 개도, 우
학), 제주(한림) 등 6개 지자체의 15개소에 대한 해안

침수예상도 제작 및 2009년 시범사업 당시 제작된 부

산 해운대와 여수 가막만 지역에 대한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해안침수예상도는 2009년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지

침(안)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대상지역 기초자료조사 

수집 및 분석, 해일예측을 위한 수치모형 구축 및 검

증, 미래예측 가상 시나리오 구축 및 적용, 시나리오 

적용모의를 통한 시나리오별 해일고 및 침수범위 선

정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해안침수예상도, GIS 기
반 DB 및 3차원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순으로 수

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해안침수예상도 및 3차원 

가시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해안범람시 

방문객 및 주민이 피난장소와 피난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대피함으로써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

는데 필요한 재해정보지도(행정용, 대민용, 교육용)
를 지역현실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도

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해일침수범람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입력자료 구축 

및 수치모의 적용, 시나리오 적용 방안, 해안침수예상

도 작성방안 등의 다양하고 복합한 요소기술 등을 잘 

융합하고 각각의 요소기술이 개선될 경우 해안침수

예상도의 예측 정확성 및 활용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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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삼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매년 여

러 차례의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에 동반된 폭풍우 및 

동계의 강한 계절풍 등의 악기상과 수반되는 강풍, 고
파랑, 집중호우 및 폭풍해일 등에 의한 연안재해로 막

대한 피해를 받아왔다(천재영 등, 2008). 이 중 태풍으

로 인한 피해는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위험반원에 

위치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

키며 내습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그 피해 규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백중사리 기간의 서해안 

전역에 걸친 범람과 2003년 9월의 태풍 

MAEMI(0314)로 인한 남해안의 범람피해 이후 종합

적이고 근본적인 해안재해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연구와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태풍

은 일반적인 기상현상과 같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동경로, 중심기압, 영향반경, 내습각

도 및 진행속도 등의 예측이 매우 어렵다. 또한 태풍 

내습시 발생되는 해일의 크기 및 양상 역시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국

립해양조사원에서는 태풍에 기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009년부터 국내 141개소 

지역에 대한 해안침수예상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연

차사업으로 2013년 까지 제작․보급할 계획에 있다. 
태풍 내습시 발생가능한 해일고 및 침수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해안침수예상

도는 폭풍해일 및 조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해

양의 동수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기

반으로 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

진 재해지도라 할 수 있다. 내습하는 태풍들로 인한 

해일 및 범람 피해정보를 모의를 통해 예측하고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제작되는 해안침수예상도는 다양

한 태풍 강도 및 내습경로를 고려할 수 있는 가상 시

나리오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

풍의 주요 매개변수 및 다양한 경로의 조합을 통해 해

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해 충분한 피해정보의 획득

이 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상 시나리오 연구

연안재해의 방재대책 관점에서 체계적인 해일연

구가 시작된 것은 유럽에서 1953년 북해의 폭풍해일

(Rossiter, 1954 Welander, 1961 Gill, 1982)이 발생한 이

후로, 영국,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등을 중심으로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를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왔고, 이웃 일본의 경우도 이세만 태

풍 내습(1953년 9월)으로 일본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후 태풍시 해일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연안재해를 일

으키는 현상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장기간에 걸쳐 수

행해오고 있다. 현재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

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대책이 국내외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강구되고 있으나, 태풍은 일반적인 기상

현상과 같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

동경로, 중심기압, 영향반경, 내습각도 및 진행속도 

등의 예측이 매우 어렵다. 또한 태풍 내습시 발생되는 

해일의 크기 및 양상 역시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

문에 피해를 예측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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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따라서 과거 발생한 태풍을 단순화 시키거나 혹은 특

정 태풍 경로에 태풍의 주요 매개변수를 변화시킨 가

상태풍을 활용한 해일모의가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Mcinnes et al.(2003)은 호주 북동부 

Cairns 해역을 대상으로 태풍의 진입각도를 변화시킨 

단순한 형태의 가상태풍모의를 수행하였고, Peng et 
al.(2004)은 North Carolina 동부해역을 대상으로 과거 

발생된 허리케인의 이동경로를 직선화시킨 10 가지 

경로의 가상태풍을 생성시킨 후, 각 경로별 기압, 풍
속, 이동속도의 변화에 따른 해일/범람 특성을 분석

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국립방재연구소(2002)가 태풍의 경로

를 대한해협 통과, 남해안 상륙, 군산 및 인천지역 상

륙 등 네 가지로 경로로 구분하고 가상태풍에 의한 최

대해일고를 산정한 바 있고, 허동수 등(2006a, 2006b)
이 태풍 MAEMI(0314), SARAH(5914) 등을 조합한 가

상태풍에 의한 경남연안의 폭풍해일고를 산정한 바 

있다. 문승록 등(2007)은 마산해역을 대상으로 태풍 

MAIMI와 MEGI(0415)의 태풍 매개변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가상태풍 시나리오 D/B를 구축하고, 향후 

태풍 내습시 해당 태풍정보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 

D/B의 모의결과로부터 신속한 해일고 예측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가상태풍모의를 피해 예측정보로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주환 등

(2008)은 서남해안과 제주해역을 대상으로 태풍 

RUSA(0215)의 실제경로를 서측으로 1°와 2° 이동시

킨 가상태풍에 의한 해일고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허
동수 등(2008)은 태풍 MAEMI와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KATRINA와 같은 슈퍼태풍의 매개변수

를 조합하여 폭풍해일고를 추정한 바 있다. 강주환 등

(2009)은 직선화된 태풍 경로 및 매개변수 변화에 따

른 경남해역의 해일양상을 고찰한 바 있으며, 박선중

(2010)은 이를 전남 및 제주해역까지 확장하여 검토

한 바 있다.

3. 해안침수예상도 제작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구성

태풍 경로 및 강도변화에 따른 다양한 조건에서 해

일 및 범람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해안침수예상

도 제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 남부 300km 통과 

이후의 경로를 직선화시킨 가상태풍을 활용하여, 내
습경로와 내습각도를 변화시킨 다양한 가상경로를 

설정하고, 각각의 가상경로별로 중심기압, 최대풍 반

경, 이동속도 등 태풍의 주요 매개변수 등을 고려한 

가상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Table 1 생략). 

3.1 태풍의 내습경로(Fig. 1)
기존의 연구결과(박선중, 2010)에 의하면 대상해역

을 통과하는 태풍의 내습경로를 서측으로 3° 이동시

켰을 경우 발생 가능한 최대해일고는 65% 가량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가상 태풍의 내습

경로는 대상해역을 중심으로 0.5°∼1.0°씩 동측과 서

측으로 이동시켜 총 6° 범위내에서 총 9개 Case(T1∼
T9)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상태풍의 육지 상륙시 내

습각도는 정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22.5°씩 변

화시켜 내습각도가 SSE(-22.5°)에서부터 WSW(67.5°)
까지 총 5개 Case로 설정하였다.

(a) 내습경로

(b) 내습각도

Fig. 1. 가상태풍의 내습경로 및 내습각도



3.2 태풍의 이동속도
태풍의 이동속도가 빠를수록 높은 해일이 발생하

며, 반대로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해일고는 낮아지

는 특성을 보인다. 상륙 태풍의 이동속도가 빠를 경우 

높은 해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와

는 반대로 이동속도가 느릴 경우 태풍의 영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 규모가 그만큼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풍의 이동속도가 해일고에 미치

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감안해 가상태풍의 이동속도

는 일반적인 태풍의 이동속도를 고려해 30km/h와 

60km/h 두 가지 Case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3.3 최대풍 반경( )
RSMC(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re) 

Tokyo(www.jma.go.jp)에서 제공되는 best track 자료

를 활용하여 최대풍속반경의 추정이 가능한 15m/s, 
25m/s 풍속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981년 이후에 

발생한 태풍 중에서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 TS급 이상의 77개 태풍을 선정한 후, 태풍의 중심

이 북위 33°(제주 남부) 통과시부터 최대풍속반경을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의 평균 최대풍속반경은 83.3km이며, 최대 

182.2km, 최소 25.9km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풍정보에서도 태풍반경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최소 및 평균 최대풍속반경을 감안해 대상태풍의 

반경을 20∼80km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

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심기압이 매우 낮

은 태풍이 대상해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

대풍 반경의 크기가 해일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

지 않으므로, 최대풍 반경은 평균치인 80km로만 적

용하였다.

3.4 중심기압()
지난 39년간(1970~2008년) 태풍 영향 기간내 남해

안 일대 해면최저기압의 극값 자료를 활용한 극치분

포 해석을 통해 재현기간별 최저기압을 산정하였다

(Table 2). 극치분포 해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널

리 이용되고 있는 GEV(Generalized Extreme Value), 
Gumbel, Weibull 분포함수를 선정하였고, 매개변수 

추정을 위해서는 모멘트법(Method  of Moments), 최
우도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 확률가중모

멘트법(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이 

사용되었으며, 적합도 검정에는 -검정, 
Kolmogorov-Smirnov 검정, Cramer von Mises 검정 그

리고 확률도시 상관계수(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 검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극치분석 결과

에 의하면 재현기간별 기압 극값 중 최저값을 갖는 

50년 빈도 943.3hPa, 100년 빈도 931.3hPa, 200년 빈도 

918.0hPa의 기압분포를 보인다. 태풍 중심기압은 100
년 빈도에 근사한 930hPa에서 980hPa까지 10hPa씩 

증가시켜 총 9개의 Case로 설정하였다.

재현

기간

(년)

GEV GUM Weibull

MM ML PWM MM ML PWM MM ML PWM

10 966.4 967.0 966.7 965.7 968.5 966.5 965.1 965.1 966.8 
20 958.1 958.1 957.3 958.1 962.0 959.1 959.3 959.3 961.8 
30 953.1 952.6 951.3 953.7 958.2 954.9 956.2 956.2 959.1 
50 946.7 945.2 943.3 948.2 953.4 949.7 952.7 952.6 956.1 

100 937.7 934.4 931.3 940.8 947.0 942.5 948.2 948.2 952.3 
200 928.3 922.5 918.0 933.4 940.6 935.5 944.2 944.1 948.8 

Table 1. 최저기압 극치분석 결과 (단위 : hPa)

a) MM : Method  of Moments
b) ML :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 PWM : 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3.5 조석
실제 해일 및 범람 피해의 발생은 태풍과 같은 기상

여건과 조석 및 파랑 등의 거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

며, 우리나라 서남해안과 같이 대조기 고조시에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곳에서는 조석의 영향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특히, 태풍과 조석 및 파랑의 영향이 

동시에 고려될 때는 상호간의 비선형적 결합에 따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모의시 이러한 복합적인 고려

는 과거 태풍에 대한 검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해안침수예상도 작성시 조석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면 고정을 통한 해일고 산정은 현실성이 결여되

므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박선중(2010)은 최대

범람구역에 대한 침수속도는 조석 고려의 유무가 차

이를 보인다 하였으며, Ocean Hazard Assessment 
Stage 1(2001)에서는 단순한 해일고의 형태를 구할 때

는 해일과 조위의 선형적 결합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

겠지만 범람구역 산정시는 조석과 해일의 결합모형

이 필수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재해업무의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 타당하기는 하나, 너무 보수적일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량적인 해일고 산정

이 요구된다. 조석-해일 결합모의를 통해 태풍 중심 



통과시 조위면을 여러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현

실적이지만 폭풍해일은 조석-해일-파랑의 복합과정

으로 기상현상에 의한 수위상승과 조석의 고조가 일

치하는 경우가 가장 위협적인 범람요소로 작용함을 

감안해 조석과 해일의 중첩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조시에 태풍 중심이 통과하도록 설정하였

다.

4. 결  론

내습하는 태풍으로 인한 해일 및 범람 피해정보를 

모의를 통해 예측하고 이들 정보를 종합하여 제작되

는 해안침수예상도는 다양한 가상시나리오의 모의

를 통해 기초 자료가 되는 예측정보를 충분히 획득하

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시나리오는 대

상지역을 중심으로 내습 가능한 다양한 태풍 경로 및 

매개변수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태풍 모의

결과의 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역별로 보다 정확

한 침수심 및 침수범위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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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너지를 고려한 방파제 단면설계

Section Design of Breakwaters Considering wave energy

김국환1, 신성원2, 김규한3(관동대학교)

파력발전은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1회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무공해발전이다. 그러나 설

치대상 해역의 파랑분포 특성과 해역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 그 효율성과 경제성이 유동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격심하게 변화하는 해양의 기상조건으로 인해 극단의 해양조건에 견뎌야하며, 해상이나 해

안에서 발전하는 경우 전력수요지까지의 송전문제 등을 고려해야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해있는 파랑에너지의 밀도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순 파력발전을 목적으로 한 장치보다

는 파랑제어와 파력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기능형 파력발전방파제의 설치가 우리나라 해역에 보

다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일반적인 케이슨 방파제의 유수실 형상을 변형하여, 형식에 

따른 파랑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수리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력발전형 방파제의 형상에 따른 수리특성을 도출한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연안 구조물의 성능검토를 

통한 최적의 유수실 형상 및 구간별 상세제원 등 세부적인 단면형식을 명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연안산업시설 건설시 부수적인 요소인 방파제와의 복합구조물 형식인 복합형 

파력발전장치를 통해 녹색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공해 발전시설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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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Coastal Hazard Maps in 2010(Construction of Data Base and 

Visualization System)

김 성1, 임채호2, 김태동3, 문종윤4, 조완희5

 Hyeon Seong Kim1, Cha Ho Lim2, Tae Dong Kim3, Jong Yoon Mun4  and Wan Hee Cho5

1. 서론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의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이 래되고 있

으며, 과거보다 강력한 태풍  고 랑의 내습빈도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연안은 2000년 이후 그 피해 규모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응  해양기반 구축을 하여 해수면 상승, 태풍  

폭풍해일 등 해안범람 련 연안재해 방을 하여 

2009년도에 해안침수 상도 제작  보  종합기본계

획과 작성지침을 수립하고 부산(해운 )과 여수(가막

만) 지역을 시범제작 하 다. 

2010년도 해안침수 상도 제작에서는 6개 지자체의 

15개 지역을 상으로 가상태풍에 의한 시나리오별 해

안침수 상도를 GIS 기반 DB로 구축  측 알고리즘

과 2009년도에 시범 제작한 부산  여수 지역의 DB를 

상으로 GIS 기반 3D 표출 기법과 활용시스템을 개발

하 다. 구축된 시나리오별 DB와 측 알고리즘, GIS 

기반 3차원 가시화 활용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2. GIS 기반 DB구축 및 알고리즘

2.1 시나리오별 GIS 기반 DB 구축
수치모의를 통한 각 상지역의 시나리오별 해안침

수결과는 시나리오 상태풍별 주요인자인 이동경로, 

심기압, 최 풍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GIS 기반 

DB로 구축되었다. 시나리오별 GIS 기반 DB는 추후 확

장성  보안을 고려하여 기데이터를 분석, 데이터 

표 화  검증방법을 통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

고 DB 구축의 표 화를 실시하여 DB 구축시 의사 달 

향상  구축기간의 단축, 자료의 일 성 확보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성하 다.

DB 표 화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가장 기본이 되

는 업무로서 성공 인 구축을 하여 기단계로부터 

체계 이고 일 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작업의 효율

성, DB 서비스의 호환성  확장성에 기반을 두고 문서, 

자료 리의 표 화를 실시하여 DB를 작성하 다. 체계

인 산화  출력도면 제작을 하여 Prototype 제

작을 통한 산화 표 화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본 사

업에 용하여 최 화된 데이터를 구축하 다.

GIS 기반 DB는 시나리오별 수치모의 결과로부터 작

성되는 ASCII형식의 dat 일, 성과물인 dxf 일, 

최종 성과물인 shape 일 그리고 지도기반의 PDF 

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성과물인 shape형식 일은 

ESRI ArcView의 Native Format으로서, 최근 2차원 벡

터 데이터의 호환을 해 표 으로 사용될 만큼 범

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GIS 포맷으로 도형정보

와 속성정보를 따로 리하는 형 인 분리형이다. 기

본 일로 shp, shx, dxf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옵션 일로 line 속성의 침수심 색상정보를 가지

는 cpg 일과 침수심 높이 정보를 가지는 idx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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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상태풍 진행속도(km/hr) 내습각도(도) 이동경로(경도) 심기압(hPa)

MAEMI(0314) 46 61 123 980
124

RUSA(0215) 32 87 970125

126
SAOMAI(0014) 45 78 960127

FAYE(9503) 32 77 128 950
129

DINAH(8712) 63 53 940130

131
THELMA(8705) 44 48 930132

Table 1. 가상 시나리오 구성  범

추가되어 총 5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polygon 속성을 

가지는 최 범람역 결과는 색상정보를 가지는 cpg 

일이 제외된 총 4종으로 구성되어있다.

2.2 DB를 이용한 태풍예측 알고리즘 개발
가상시나리오는 15개 지역 상해역에 향을 미친 

6개 태풍을 선정하여, 태풍 시나리오 주요인자 최 ․

최소범 를 고려하여 이동경로는 좌우 1° 간격으로, 

심기압은 10hPa 간격, 최 풍반경은 20% 간격으로 각 

지역별 1,080cases의 실험을 수행하 다.(Table 1. 참조)

가상시나리오 cases의 구분 인자는 시나리오 상태

풍(과거 내습태풍을 시나리오 상태풍으로 용하여 

진행속도  내습각도 정보는 내포되어 있음), 이동경

로(123°～132°, 1° 간격) 심기압(930hPa～980hPa, 

10hPa 간격), 최 풍반경(+20%, 0%, -20%) 이고, 측

기법에 활용 가능한 기상청 태풍 보정보는 심 치, 

심기압, 강풍반경, 진행방향, 이동속도 항목을 활용

할 수 있다. 사용자는 태풍 발생시 특정시간에 기상청

의 홈페이지 상에서 태풍 보를 확인하고 상기 5개 항

목  진행방향과 이동속도 항목을 제외한 3개 항목(

심 치, 심기압, 강풍반경)을 가시화 시스템 상에서 

 Fig. 1. 여수지역 경로 선택 시

Fig. 2. 제7호 태풍 곤 스 내습시 측 

알고리즘

기상청 태풍 보정보의 경로( 심 치) 정보를 통하

여 여수지역 도(N)를 통과하는 경도(E)를 계산하고 

가상시나리오상의 이동경로(경도) 항목과 가장 근 한 

case를 선별한다. 가상 시나리오상 가장 근 한 경로를 

선별하지만 이 경로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 

상지역이 태풍의 우반경 는 좌반경에 치하는가

에 한 향도 서로 상이하므로 태풍 보정보가 상

지역의 경도부근를 통과시는 서측  동측 경로 2 cases

를 선별한다.  태풍 측경로정보가 가상시나리오 경로

(123∼132°)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각각의 최외측 경로

(123° 는 132°)를 선택한다. 

이동경로가 결정되었다면 실제 태풍 보정보의 이동

속도와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가상시나리오 6개의 태풍 

 가장 유사한 1개가 선별되어야 하지만 가상시나리오

에서는 직 으로 이동속도와 진행방향이 각각 고려되

지 않고 가상시나리오 태풍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이동속도와 진행방향을 따로 고려하는 것이 

재 시나리오로는 불가능하므로 가상시나리오 6개의 가



상 태풍을 모두 선택한다. 여수지역 도 ․후 해당되

는 태풍 보정보의 심기압을 여수의 도 기 으로 

거리에 따른 선형보간을 한다. 최종 선택된 6 는 12 

cases  해당지역 기 조 측소 치의 해일고 결과

를 기 으로 최 해일고가 발생하는 case를 최 침수 

case, 최소해일고가 발생하는 case는 최소침수 case, 6 

는 12 cases의 기 조 측소 치에서 해일고를 평

균하여 평균된 해일고 값에 가장 근사한 해일고가 발생

하는 case를 평균침수 case로 하여 각 3종류의 침수정

보 측결과를 가시화 시스템 상에서 표출한다(3차원 

가시화  GIS 기반 DB로 구축된 PDF 침수 상도 도

면).

3. 3차원 가시화 및 활용시스템

3차원 가시화를 한 VR  데이터 구축과 이를 바

탕으로 한 해안침수 상도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구

축하여 유 시스템과의 연계  활용체계 기반을 마련

하 다. 국립해양조사원과 국토해양부  유 기  담

당자들이 업무 효율성과 긴 한 의사결정을 하여 웹 

기반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능상에서도 원활한 

업무 조를 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한 본 시스

템의 3차원 GIS 기능을 통해 해안침수 발생시 피해정도

를 사 에 측함으로써 유사시 지자체 재해 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축된 해안침

수 상도  시나리오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상청 태

풍정보와 연계를 통해 사용자가 해안침수에 한 가상

상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 

침수피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가능하다. 

Fig. 3. 시스템 메인 화면 구성

추후 지역 인 범  확 가 상되는 가운데 서버에

서 모든 처리를 실시하는 웹기반으로 확 /구성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 웹기반 보다는 C/S 환경하

에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한 

기 자료의 수 에 한계가 있는 을 고려하여 각 지자

체에 조를 통한 해안 주변 건물  인구, 피소 등에 

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 하여

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부처간 업무 조 체계를 

해 유  기 인 지자체, 소방방재청  기상청(태풍정

보 실시간 연계)과의 DB연계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표

출이 가능하도록 발 되어야 할 것이다.

재 3차원 가시화를 한 기 데이터로 항공사진 

 DEM, 건물 모델링 데이터, 건축물 장, 인구 데이

터, 피소등의 한 정보가 부족한 실에서 기 데이

터에 한 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정확한 데이터에 표

출이 가능하며 3차원 표 시 상과 해안선이 일치하

지 않는다는 을 고려할 때 해안선에 한 정확한 규

정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의 활용을 해 웹 라우 를 통하여 시스템

의 URL에 속한다. 해안 침수 3차원 가시화 시스템

(http://211.57.32.71:9012/khoa/login.jsp)의 URL을 

통하여 속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시스템 로

그인의 경우 회원가입을 제로 하여 로그램 사용을 

한다. 회원가입을  통하여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 

받는다. 시스템 이용자는 리자, 시설물 리자, 조사

원 리자, 해양조사원 일반회원  유 기  리자 

등이다.

기본 인 시스템의 화면 구성은 Fig. 3와 같이 지도 

메인 화면과 툴바  검색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사용자

가 한 화면 내에서 모든 해당업무를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 기타 부가 인 게시 과 회원 리 기능을 

메뉴로 통합하여 화면 내에서 모든 해당업무를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고, 기타 부가 인 게시 과 회원

리 기능을 메뉴로 통합하여 화면 내에서 별도 페이지 

이동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시스템 상에서 지도서비스

는 2D와 3D두 가지로 구분된다. 2D 상에서 지도 툴바

를 이용하여 맵의 화면을 조작한다면 3D의 경우 화면

상에서 바로 조작이 가능하게 구 이 된다. 지도데이터

는 항공사진, 건물, 도로, 3차원 모델링 데이터 등을 사

용하여 지도서비스를 구성한다. 

3차원지도기능은 지도조작을 통하여 2차원 상의 지

형정보를 3차원으로 표기한다. 지도는 본래 2차원 데이

터로 그 높낮이의 표 이 불가능하나 좌표와 해당 지

의 고 를 이용하여 지도에 굴곡을 으로써 3차원으

로 보이게 한다.  해안침수의 경우 지형이 매우 큰 변수

로 작용하기 때문에 3차원 으로 보일 때 그 이해도와 

효과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한 건물역시 3D 객체

로 등록함으로써 침수에 따른 건물 피해 역시 육안으로 

확인/ 측이 가능하다. 

시스템 상에서 검색기능은 검색목록 제공과 치조



회로 기능이 구성된다. 검색 시에 조건에 맞는 목록과 

지도 치 조회 등으로 기능이 구성된다. 검색기능은 

명칭검색, 지번검색, 지도검색으로 구성된다.

Fig. 4. 3차원지도기능

명칭검색은 사  등록된 건물 명칭 등을 참고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번검색은 해당하는 주소에 

한 검색이며, 명칭검색과 지번검색은 지도상에 표

되는 건물의 정보를 DB에 모두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

다. 지도검색은 역과 반경 2가지를 지원한다. 역은 

특정 좌표를 지정 후 해당 좌표에서 주어진 가로, 세로 

범 를 검색한다. 반경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아닌 

원형의 범 를 검색 상으로 한다. 

Fig. 5. 해안침수 시뮬 이션

해안침수 시뮬 이션 기능은 해일 등의 자연 상으

로 인한 침수 피해에 한 양상을 시각 으로 보여주기 

한 기능으로 선택별, 시나리오별, 조건입력 별로 기

능을 제공한다.

침수 피해에 하여 빈도별, 조건별, 시나리오별로 

지도상에서 시뮬 이션이 실행되며 의 탭에서는 피

해면 , 건물, 인구수가 조회된다. 

시나리오별의 경우에는 이미 입력된 각 상황에 의해 

시뮬 이션이 작동하게 되며 해당 조건에는 태풍, 이동

경로, 심기압, 최 풍반경 등의 자료가 사용된다. 빈

도별의 경우에는 50, 100, 150, 200년의 시 에 선택

하여 시뮬 이션이 동작하며, 조건 입력의 경우에는 기

상청의 검색을 지원함으로써 미리 입력되지 않은 조건

에 한 침수 상도 가능하게끔 한다. 한 해수의 높

이를 사용자 임의로 조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폭넓은 

측이 가능해진다.

네비게이션 메뉴는 세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를 ON/OFF 시켜서 공간정보에 한 첩 분석

하는 기능, 모의주행을 통하여 공간상의 정보를 네비게

이션하는 기능, 3차원 모델링 객체를 삽입하여 공간상

의 시뮬 이션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들은 시설물 선정 

 입지선정에 하여 도움을  수 있는 기능으로 침

수에 비하여 이어 ON/OFF, 모의주행, 모델링객체 

삽입을 통해 미리 그 피해를 측할 수 있는 부수 인 

효과도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2차원과 3차원 정보  모델링 정보

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함으로써 해안침수피해에 한 

상결과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검색방

법을 통하여 피해지와 피해 시설물의 치를 검색하여 

정기 으로 피해건물과 인명구조에 도움을  수 있다.

4. 결론

2010년도 해안침수 상도 제작에서는 6개 지자체의 

15개 지역을 상으로 가상태풍에 의한 시나리오별 해

안침수 상도를 GIS 기반 DB로 구축  측알고리즘

과 2009년도에 시범 제작한 부산  여수 지역의 DB를 

상으로 GIS 기반 3D 표출 기법과 활용시스템을 개발

하 다. 구축된 해안침수 상도 시나리오별 DB를 3차

원 가시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상청 태풍정보와 연계

를 통해 사용자가 침수정보(해일고, 침수심, 침수범 )

를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안침수 

발생시 피해정도를 사 에 측함으로써 유사시 지자

체 재해 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연안재해 방 

실무활동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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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안의 침식을 방지하거나 해안가에 신규매립지 조

성을 해 축조되는 호안은 표 인 해안 구조물  

하나로써 매립지의 랑에 의한 세굴, 월 에 의한 피

해, 해빈의 결괴 등의 방지와 더불어 매립토사의 토압

에  의한 매립지의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호안 구조물은 국내의 경우, 수심이 비교  

얕고 내습 랑의 크기가 작은 서해안에 부분 축조되

었거나 재 축조되고 있다. 서해안에 축조되는 호안의 

하부 원지반은 연약지반인 토층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안 제체 축조 이 에 이러한 연약지반을 고려

한 호안의 안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연약지반 처

리를 한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용해야 한다.

호안 축조시 연약지반 처리를 해 용되는 연약지

반 처리공법의 종류를 표 1에 나열하 다. 표 1의 연약

지반 처리공법 , 굴착지환공법과 강제치환공법이 시

공성  경제성을 고려하 을 때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각 공법의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주제와는 거

리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약지반에서의 호안 설계시 호안의 제체에 

한 안정성만을 고려하고 호안 제체 배면의 필터층을 

포함한 배면토사의 연약지반 상에서의 안정성 검토를 

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호안 배면의 경우, 제체 축조 후 매립이 되기 때문에 필

터층 는 배면토사에 다소 변형이나 괴가 발생하더

라도 배후부지 매립에 지장이 없고 추후 매립토사에 의

한 침하량이 허용침하량 이하를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

는 인식에 기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호안배면 매립 , 

필터사석과 배면토사가 연약한 원지반에 의해 변형이

나 괴가 발생할 경우, 제체와 배면토사 사이에 존재

하는 필터매트의 괴가 발생하고 간만의 차가 큰 서해

안에서는 호안의 내외수 차가 크기 때문에 장기 으

로 배후 매립토사가 호안 제체의 공극을 통해 유실되는 

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배후 매립지의 과다한 침하

가 발생하고 매립지에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

설물의 안정성에 심각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에서 축조된 호안의 피해사

례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호안 배면토사 설계시 안

정성 확보를 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설계사례를 

제시한다. 

2. 호안 배면토사 구간 피해사례

그림 1은 인천지역의 토층이 분포하는 원지반에 

약 9m 높이의 호안 축조후 배면 매립지 상부에 시공한 

도로의 침하  포트홀(공동)이 발생한 사례로써 이러

한 사례는 서해안 지역에 시공된 많은 호안 구조물에서 

보고되고 있다. 

도로의 침하  포트홀 발생원인 조사 결과, 호안 제

체 하부지반은 강제치환공법을 이용하여 개량하 으

나 제체 배면의 필터사석  배면토사의 하부지반은 무

처리되어 각각의 하 에 의해 발생한 원지반 침하에 의

해 필터매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배면토사  매립토

사의 일부가 제체 공극을 통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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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안 배면토사 구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본 장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은 연약지반에서의 호안 

설계시에 해당한다.

3.1 원호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호안 설계시 제체 하부의 연약한 원지반에 해 해측

방향의 원호활동에 한 안정성 검토는 부분의 설계

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측 방향으로 배면토사 

구간의 원호활동에 한 안정성 검토가 락되는 경우

가 종종 발생한다. 

만약 배면토사 구간이 원호 활동에 해 불안정하여 

활동이 발생할 경우, 필터사석과 배면토사 사이의 필터

매트를 고정시키는 하 이 부족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터매트가 제체 내외수 차에 의해 부상(떠오름)

과 하침(가라앉음)이 반복되면서 필터매트의 손상을 

야기하게 된다. 

3.2 배면토사 구간 침하 검토
호안 설계시 침하량 검토는 제체  매립지에 해서 

수행되며 잔류침하량이 허용침하량 이하일 경우에 침

하에 한 책은 수립하지 않으며 이상일 경우에는 압

성토재하 공법 등의 침하 진공법을 용하여 허용침

하량 기 을 만족할 수 있도록 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호안 배면 매립직  필터사석과 배면토사 구

간만이 시공되고 매립까지 존치되는 기간이 비교  장

기간이고 필터사석과 배면토사 구간 하부의 연약지반

은 개량공법을 용하지 않음에도 이 시 에서의 침하

검토가 수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연약지반층의 두

께와 구조물의 규모에 따라 호안 배면 매립  배면토사 

구간에 상당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체와 

배면토사의 부등침하로 인해 필터매트에 인장력이 작

용하게 되고 한계 크기 이상이 작용하게 되는 시 에서 

필터매트가 손상된다.  

3.3 필터매트 안정대책 수립
3. 1  3. 2에서 제시한 원인에 의해 필터매트가 손상

되지 않도록 필터매트의 안정 책을 수립해야 하나 거

의 모든 호안 설계에는 이 검토과정이 락되고 있다.

4. 호안 배면토사 구간 재설계 사례

3장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기설계 사례에 해 고려

하여 재설계를 수행하 다. 기설계 단면은 그림 2와 같

이 제체 높이는 11.1m, 하부 토층의 두께는 5.2m이고 

배면토사의 경사는 1:3이다. 하부 토층의 개량을 

해 필터사석  배면토사 구간은 제외한 호안 제체구간 

하부에만 강제치환공법을 용하 으며 제체  배면

토사 시공 후, 배후 매립까지는 약 1년의 존치기간이 있

는 호안 구조물이다. 본 단면의 설계시 앞서 언 한 사

항들이 미고려 되어 이에 해 앞서 언 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설계를 수행하 다. 

4.1 원호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기존 설계의 배면토사 구간(경사 1:3)의 원호활동에 

한 안정성 검토가 락되어 검토를 수행한 결과, 기

 안 율(1.3)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호활동에 한 괴를 방지하기 해서는 그림 3과 같

이 배면토사의 경사를 1:6.5로 완화하거나 배면토사 구

간 하부 원지반의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4.2 배면토사 구간 침하 검토
배면토사 구간의 침하 검토 역시 락되어 침하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침하 검토의 배면토사 구간 단

면은 원호활동에 한 안정성 확보를 해 경사를 1:6.5

로 완화시킨 단면을 용하 다. 침하 검토식은 

Osterberg의 지 응력 산정식, De Beer의 즉시침하량 

산정식  압축지수법을 이용한 압 침하량 산정식을 

이용하 고 그 결과, 즉시침하량 0.25 m, 압 침하량 

1.12 m로 총 1.37 m의 침하량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필터매트의 안정 책을 수립해야 한다.

4.3 필터매트 안정대책 수립
배면토사 구간(1:6.5)의 침하에 의해 필터매트의 응

력변형해석을 유한요소모델(Plaxis)을 이용하여 수행

하 다. 검토결과, 그림 3과 같이 배면토사 구간 천단에

서 가장 큰 응력(2.5 t/m)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터매트 시공시 그림 4와 같이 필터매트에 여

유폭을 두고 시공하도록 한다(한국시설안 공단). 이 

때, 여유폭은 최 응력이 발생하는 지 과 최 한 가깝

게 시공하고 침하량 검토결과인 1.37 m 이상으로 한다.

5. 요약 및 고찰

기존의 호안 설계시 배면토사 구간에 해 원호활동, 

침하  필터매트에 한 안정성 검토가 락되어 이로 

인해 필터매트 손상에 의한 매립토사 유실이 발생하는 

피해가 종종 보고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에서 축

조된 호안의 피해사례  이와 같은 조건에서의 호안 

배면토사 설계시 안정성 확보를 해 고려해야 하는 사

항 이를 용한 재설계 사례를 제시하 다. 연구 결과, 



기존의 연약지반에서의 호안 기존 설계사례에서는 배

면토사 구간이 원호활동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침하에 의한 필터매트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약지반에서의 호안 설계시 필터사석을 포

한한 배면토사 구간의 원호활동, 침하  필터매트에 

한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한 

한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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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약지반 개량공법 비교
분 류 개량목적 대상지반 효 과 시공

지반
교란

침 하 안 정
개량
원리 공법명 침하

촉진
침하
저감

전단
변형
억제

강도
증가
촉진

활동
저항
부여

액상
화 

방지
사
질
토

세
립
토

고유
기질
토

즉
효
성

지
효
성

치 환 굴착치환공법 ◎ ◯ ◎ ◯ ◯ ◯ ◎ 小
강제치환공법 ◎ ◯ ◎ ◯ ◯ ◯ 小

배 수
압성토재하공법 ◎ ◯ ◯ ◎ ◯ 小
연직드레인공법 ◎ ◎ ◯ ◯ 中
생석회Pile 공법 ◯ ◯ ◯ ◯ ◯ ◯ 小
웰 포인트 공법 ◎ ◯ ◯ ◎ ◯ 小

다 짐
샌드컴팩션공법 ◯ ◎ △ ◎ ◎ ◎ ◯ ◯ ◯ 大

바이브로
플로테이션공법 ◯ ◯ ◎ ◯ 大

동압밀공법 ◯ ◯ ◎ ◯ △ ◯ 大
고 결

심층혼합처리공법 ◎ ◯ ◯ ◯ ◯ ◯ ◎ ◯ 大
천층혼합처리공법 ◎ ◎ ◎ ◯ ◎ ◎ ◎ ◯ 大

약액주입공법 ◯ ◯ ◯ ◯ △ ◯ 小
(◎ : 최적 / ◯ : 보통 / △ : 다소 곤란)

도로침하 및 포트홀 발생

그림 1. 호안 도로 포트홀 및 침하 발생



그림 2. 호안 배면토사 구간 재설계 단면

필터매트

최  2.5t/m

그림 3. 필터매트 변위 해석 결과

그림 4. 필터매트 여유시공 개념도



Fig. 1. flow chart for wave coupled 
unstructured-grid storm surge simulation 

Simulation of storm surge with wave-current coupled model on 

unstructured grids in the Korean coastal region

랑 모형을 결합한 유한체 모형에 의한 폭풍해일고 산출 모의

Jong-Joo Yoon1, Dong-Young Lee2 and Ki-Chun Jun3

윤종주1, 이동 2 , 심재설3 

1. INTRODUCTION

Typhoon-induced storm surge, waves, and 
coastal inundation in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 of Korea region are simulated using fine 
mesh unstructured grid model FVCOM(an 
unstructured-grid Finite-Volume Coastal Ocean 
Model) coupled to a coastal wave model SWAN. 
The reanalysis 10-m wind and air pressure data are 
produced by WRF and  a relatively simple 
analytical wind model are used on Typhoon wind. 
The wave-current couple procedure includes depth 
dependent wave radiation stress terms, Stokes drift, 
vertical transfer of wave-generated pressure 
transfer to the mean momentum equation, wave 
dissipation as a source term in the turbulence 
kinetic energy equation, and mean current 
advection and refraction of wave energy.

2. EXPERIMENT

FVCOM is a state-of-the-art finite-volume 
coastal ocean model that has been widely used in 
coastal and estuarine regions (Chen et al.,2006a; 
Chen et al., 2006b; Chen et al., 2007). An 
integrated coastal ocean model system has been 
developed around FVCOM for the purpose of 
coastal environmental prediction and management. 
SWAN (Simulating WAves Nearshore) is the 
third-generation surface wave model developed 
originally by Booij et al. (1999) and improved 
through a team effort (SWAN Team, 2006a). This 

model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waves in shallow water by solving the wave action 
balance equation with inclusion of dissipation from 
bottom friction, triad and quadruplet wave–wave 
interactions, and shallow water wave-breaking 
(SWAN Team, 2006b). SWA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surface wave models presently 
available and it is widely used for coastal ocean 
wave simulations,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surface wave forecasts. SWAN is discretized using 
a curvilinear-structured grid and solved using fully 
implicit finite-difference algorithms. By 
application of a coarse-fine grid nest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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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utational mesh for whole domain and nest area

Fig. 2. Track of Typhoon KOMPASU(1007)

SWAN can be set up with variable grids in deep 
and shallow ocean regions to provide high quality 
simulations of surface waves in the nearshore 
region.

Implemention of an unstructured-grid surface 
wave model within this system makes it more 
suitable and reliable for application to inundation 
simulations (e.g., flooding due to storm surge), in 
which the surface waves are directly related to 
sediment resuspension at the ocean bottom.

 In particular the wind and wave-induced storm 
surge generated by Typhoon Maemi and Kompasu 
is investigated around Korea including the Yellow 
Sea, East sea(Japan sea) and East-China Sea. Wave 
coupled nest area is the Kyeonggi bay located 
along the Korea western coast. The model grid 
covers the entire Yellow Sea, East sea(Japan sea) 
and East-China Sea with an open boundary running 
from a land point at about 117E, 22N towards the 
northeast to about 52E, 142N (Fig. 3). The 
computational domain consists of the unstructured 
triangular grid, with a horizontal resolution varying 
from 10 to 20 km along the open boundary to 50–
100m along the coast of the Kyeonggi bay. The 
topography of the Kyeonggi Bay is complicated 
with shallow water depth and high tidal range, 
where coastal environmental condition varies 

considerably with time. The coupled model system 
would be able to make predictions of wind-induced 
surface waves and their coupling with other 
physical processes (e.g., wave setup, wave-current 
interaction, sediment transport) in this region, with 
its complex inner shelf bathymetry and irregular 
coastline.

3. RESULTS

The established model was calibrated and 
validated using the field observation data collected 



Fig. 4. surge height comparison between with & 
without wave interaction in Anheung station  

Fig. 5. surge height comparison between with & 
without wave interaction in Daeheuksando station  

from the real-time automated profiling system 
established by KORDI to study the feasibility of 
tidal power plan at Kyeonggi Bay. 

We considered the role of wave induced forces 
on typhoon storm surge and the role of storm surge 
on the nearshore wave-field. Model results show 
that the extent of the simulated inundation region is 
increased when the effects of waves are included. 
Waves significantly affect the storm surge, 
accounting up to 25% of the total surge. This 
simulations show the importance of the inclusion 
of the wave effects for the hindcast of the water 
levels during the storm surge. 

4. CONCLUSION

By coupling SWAN and FVCOM, we 
considered the role of wave induced forces on 
storm surge and the role of storm surge on the 
nearshore wave. By complex bathymetry and 
geometry, the wave-induced forces result in  
additional up to 0.2m of surge relative to 
uncoupled surge-only simulation. The effects of 
wave-induced forces on storm surge enhance the 
surge height compared to wind stress alone.

The increase in coastal sea level by storm surge 
adds up to 1m to the significant wave height 
nearshore. The effects of increased water depth by 
surge on the nearshore wavefield is important. So 
Wave should not be omitted in typhoon storm 
surge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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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침수범람지역 측  재해도 작성기술 개발

Estimation of storm surge inundation and hazard mapping in Korea

심재설1, 윤종주2, 김진아3

Jae Seol Shim1, Jong Joo Yoon2, Jin A Kim3

1.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과 태풍의 강도  발생빈도의 증가는 우리나라   

세계 연안국의 태풍해일로 기인한 침수범람의 자연재

해 피해규모는 측하기 힘든 형화의 추세에 놓여 있

다. 국토의 면 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간척

사업 등 연안개발을 통한 공단, 주거시설조성  연안

역에 한 이용과 활동범 가 증가됨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망된다. 이

를 최소로 이고 연안개발의 계획, 리를 잘하기 

해서 해안범람  피해 상지역에 한 자연재해 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  내습빈도 증가로 막 한 인명  재산 피해규

모가 격한 증가추세(‘03년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

으로 재산 피해 약 4조 8천억원, 인명피해 131명 발생)

에 있어, 연안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인명 

보호를 한 책이 시 한 실정이다. 호안  제방 등

의 연안 방어구조물로는 태풍에 기인한 해일  범람을 

완 히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측할 수 있다면, 태풍해일 기인 침

수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과학 , 체계 으로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습한 태풍에 의한 해

일고의 정확한 지역  분포특성의 악은 국지 인 방

재계획의 수립하는데 필수 이므로, 이에 한 충분한 

자료분석  추산기술이 확립하여야 한다. 

연안에서의 태풍해일로 인한 침수범람 지역을 정

하게 측하기 하여 정 격자의 기상수치모델과 여

러 해양요소를 복합 으로 고려하는 연안 정 격자 태

풍해일모델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상 고도  수심이 

체계 으로 연결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안지형의 

DB/GIS를 확립하여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안

에서의 해수침수범람지역 측  재해도 작성기술을 

해 최신 기술인 항공LiDAR 측량, 항공사진측량, 

성 상, SHOALS 등 다양한 측량기법을 사용하여 정

한 DEM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기반

기술이 보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에 있다.

해일에 의한 침수범람 지역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연

안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해서는 연안

방호 구조물 등 재해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재 

이 다 할 재해방지시설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재해방지시설의 기반기술 확보 역시 

시 한 실정이다.

연안의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개별 성분의 측 모

델 (조석, 해일, 랑 등)은 비교  잘 수립되어 있으나 

이를 기상 입력 자료와 연계하여 통합․ 용하는 기술

은 아직 취약하다. 한 태풍시의 폭풍 해일 보를 

한 정 격자에서의 해면 기압  해상풍자료 한 요구

된다. 재 업화를 한 ‘해일침수범람지역 측 기

술  재해도 작성기술개발’ 연구는 연안의 국지에서 

발생하는 국지 해일에 해 수직 으로 (얼마나 높은 

해일이 올 것인가?) 정 한 보시스템의 확보와 업

화라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고자 하나, 해일침수범람

지역의 측은 수평 으로(지역 으로 얼마나 넓게, 얼

마나 깊게 잠길 것 인가?) 해일이 미치는 향을 과거 

침수사례   폭넓은 수치모델 실험의 다양한 통계  

기법 등이 요구되는 연구과제이다.  해수침수범람지역

의 측과 재해도 작성기술은 육도와 해도가 결합된 연

안 지형 DB 구축이 연구의 성과를 좌우하는 큰 부분이

나 재 국내의 실정은 매우 미약하며, 이를 합하는 

맵핑기술 개발이 시 하다. 한 큰 조차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해안선의 정리가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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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폭풍해일에 의한 해일고의 산

출과 함께 해일침수범람지역의 측을 해 과거 태풍

의 정 한 재 을 통한 해일고/침수역의 장기 추산 자

료의 DB구축  빈도별 침수범람 통계처리기술을 용

하여 마산, 부산, 여수 지역의 침수범람가능역을 시범 

산정하고, 해일침수 범람 측 매뉴얼의 작성을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한 이를 한 육도  해도의 

정확한 합기술  해일  모의범람에 한 검증자료

의 정확성  이에 한 추산기술의 개발이 진행 에 

있다.

2. 가능 침수역의 시범 추산

최 가능 침수범람 시나리오의 모의를 해 조최

고 고조면시에 태풍이 내습하는 경우를 선정, 이를 

하여 개방경계의 입력 8개 분조값을 합쳐서 반일주조 

M2에 용하 다. 8개 분조의 amplitude가 모두 최

로 용되는 사리의 경우로서 실제로 내습할 확률이 굉

장히 지만 매우 은 확률이어도 실제 내습이 가능한 

최 조석의 경우이므로 최  침수범람역 모의를 한 

익스트림 이스에 용하 고, 이 최  조석이 내습하

는 조건에 맞추어서 태풍 매미의 내습을 모의하여 가상 

최  범람역 산출의 시나리오로 이용하 다. 이러한 범

람 시나리오의 모의를 해 부산, 마산, 여수 3군데 시

범지역의 항공라이다 측량자료와 해도자료를 정  

합하여 제작한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하여 지  내 

역으로 모델격자를 확장하여 inundation을 모의하도

록 하 다. 격자망은 폭풍해일 산출을 하여 사용된 

최소격자 300m unstructured 삼각형격자망이 사용되

었으며 inundation을 모의하는 정  연안역인 부산, 마

산, 여수 지역부근은 최소격자 30m로 구성하 다. 최

가능 침수범람 시나리오의 모의에 앞서 기존에 큰 침수

범람 피해가 있었던 태풍 매미에 의한 마산만의 침수범

람을 모의하여 보았다. Fig. 1과 2에는 FVCOM 모델에 

의한 태풍 매미시의 침수범람역 모의 결과와 태풍 매미 

이후 제작된 실제 마산시의 해일 침수 재해지도가 나타

나 있다. 모델에 의한 침수범람역 모의결과는 재해지도

에 나타난 피해역을 매우 정확히 재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에서는 마산 해역에서의 시나리오에 따른 

최 해일고 산출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붉은선은 최  

사리시 가능최 해일고, 보라선은 실제 태풍 매미 시의 

조석과 폭풍해일 결합모델의 결과, 녹색선은 실제 태풍 

매미 시의 폭풍해일 모델의 결과이다.  최 가능해일고

의 경우에는 기존의 결과에 비해 약 1미터 이상 높은 해

일고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태풍 매미시의 침수범람 모의결과(m)

   

Fig. 2. 마산시의 해일침수 재해지도

상해역의 침수범람역 산출 결과를 보면 기존 태풍 

매미(0314) 등 태풍의 내습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마산의 

경우에는 8개의 합성분조의 합을 용한 최 범람가능 

시나리오의 경우에 약 4.7m의 조석과 폭풍해일이 결합

된 해일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에 따

른 범람 피해는 그림 12와 같이 표고 3m 만의 지 에 

걸쳐서 범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그리

고 기존의 태풍내습 모의로는 범람의 피해가 상 으

로 게 모의되는 여수(Fig. 4)와 부산(Fig. 5)지역의 경

우에도 본 연구의 최 가능 범람시나리오를 용하

을 때, 해안 지 를 심으로 범람 피해역이 발생하

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이는 향후 매우 강한 태풍이 사

리시의 만조시와 맞물려 내습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범람 피해지역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5. 가능 최대 범람역 모의 결과(m, 부산)

Fig. 3. 가능 최대 범람역 모의 결과(m, 마산)

Fig. 4. 가능 최대 범람역 모의 결과(m, 여수)

5.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

재까지 연안 구조물의 방재를 한 핵심 자료인 설

계조건(설계 , 설계해면 등) 산출에서, 지구의 기후는 

지질학  시간에 비해 비교  짧은 기간 동안에는 통계

 특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상 상태라는 가정 하

에서, 장기간  랑  폭풍해일을 추산하여 극치 통계

처리에 의해 설계조건을 산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문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커져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리라 경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계 , 설계 해면 추산에 지구 온난화

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

구 온난화에 의한 여러 상들 에서, 항만 구조물의 

안 에 향을 주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변화에 따른 연안 구조물의 외력의 변화이다. 이  해

수면 상승에 해서는 그 정도에 해서는 조 씩 다르

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해수 온도의 상승에 

해서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사실에는 부분의 

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진 으로 일

어나기 때문에 이에 한 응도 진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과학 기술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의 

강도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정량 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 까지 도달되지 못하여, 불확실한 측에 의한 

향을 용하여 연안 구조물을 설계하여 건설할 경우 

과  설계에 의한 막 한 건설비의 낭비를 래할 수 

있고, 그 반 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도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연안항만 재해 감 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는 천문조, 기상조, 랑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으로 역학  괴력은 없이 단지 

침수에 의한 피해와 평소에는 못미치던 랑의 향이 

높아진 해수면을 따라 향을 미치게 되어 Wave 

runup으로 침수도 커질뿐만 아니라 력의 작용으로 

해안침식, 구조물 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안재해 방지를 한 책은 첫째 단기 보에 의한 

피 등으로 피해를 감시킬 수 있고, 둘째 장기 보로 

방조제 등 연안 방호시설의 건설, 지 로부터의 이

주, 각종 공사나 개발시 연안방호시설의 정한 설계를 

통해 재해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상 

해수면 상승에 의한 방재 책은 주로 두 번째에 해당되

는 장기 측에 의한 사 책이 주요 문제이다. 한 

해수면은 조석과 폭풍해일의 복합 향으로 조석 정보

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과 조석과 해일의 상호 향을 

잘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석과 폭풍해일의 상호 

작용은 장  방정식에서 비선형 이류항, 마찰 소산항, 

천해항 등에서 조석과 해일은 상호 작용은 복잡하여 폭

풍 해일을 해상풍에 의한 부분과 기압에 의한 부분을 

구분하여 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수면은 랑의 

향도 상당히 받는다. 폭풍해일 모델에서 바람의 효과는 



랑에 의한 표층 해면의 거침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

문에 이를 잘 추산하기 해서는 랑 자료가 필요하며 

연안에서 구조물의 치에 따라 쇄 에 의한 Wave 

Setup의 향을 받는 지역에는 이를 추산하기 해 

랑 정보가 필요하다.

연안에서는 랑, 조석, 폭풍해일이 서로 상호작용을 

강하게 일으키며, 이에 따른 방재 책을 한 국지 해

수면 상승을 산출해 내기 해서는 이 모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므로 랑, 조석  해일 모델이 복합 으

로 운 되는 정  이상해면 추산모델의 개발이 필수

이다.

최근에는 ADCIRC 모델, FVCOM 모델 등 

Unstructured grid 모델에 의한 폭풍해일 산출모델이 

개발되어 실용화 되었고 이를 랑모델과 결합시켜 더

욱 정  격자에서 해수면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 본 연구에서는 정 격자에서의 랑복합 모델이 

용되지는 않았지만, FVCOM에 SWAN 모형이 결합

된 랑, 조석, 해일 복합모형에 의한 정  폭풍해일 

보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연구가 계속 진행 에 있다. 

이는 기존의 가상 태풍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범람역 

측연구를 잘 보완할 것이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

인 운용해양시스템 활용연구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해양 보시스템과 잘 연계하여, 이를 활용한 주요 침수

가능 연안지역의 72시간 침수범람 경보 시스템의 최

종 구축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폭풍해일 장기 추산을 해 확보한 과거 장기 태풍 

정  분석자료와 정 격자 기상입력 자료는 향후 폭풍

에 의한 지  침수범  추정으로 재해도 작성에 필수 

기상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 태풍에 의한 연안재해 감

책 수립을 한 정  폭풍해일 보시스템의 기본 자

료가 된다. 정  폭풍해일 보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단기 기상 보 자료와 연결하여 단기 정  폭풍

해일 보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어 국 연안, 항만의 

정  격자 폭풍해일 보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수립된 3차원 해양 순환 모델은 연안, 항만에서 선박 운

항 지원 체제  공사 시 부유사 이동, 해난 사고 시 유

류 오염 확산 보, 수색 구조 보 지원 시스템 구축  

침수범람 경보 시스템 등의 구축에 활용되어 태풍 등 

악기상에 한 국가  자연재해 응 장기계획 수립에

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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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동해해황 보시스템과 해황 보시스템 측 역 
 격자해상도

Fig. 2 해황 보시스템 측기간 

고리, 월성 주변해역 해황 보시스템 구축

Establishing Ocean Forecasting System around Kori and Wolsong

문형태1,  최유창2, 남수용3, 엄호식4

 Hyeongtae Mun1, Yuchang Choi2,  Sooyong Nam3  and Hosik Eum4

1. 서론

고리, 월성 주변해역 해황 보시스템(해황 보시

스템)은 동해 역 해황 보시스템 결과(이하 동해 

해황 보시스템)를 외해경계 자료로 활용하여 3단계 

one-way nesting 기법을 용한 시스템으로 고리, 

월성 주변 해황 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동해 해황 보시스템에 사용된 수치모델은 RIAM 

Ocean Model(이하 RIAMOM)으로 일본 큐슈 학 응

용역학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RIAM)의 동해 역 해황 보 개발 에서 

운  인 모델로 격자 크기가 1/12°( 략 9km의 해상

도)인 동해 역모델이다. 

 해황 보시스템에 사용된 수치모델 역시 

RIAMOM으로 동일하며, 각 단계별 격자크기는 

1/36°, 1/108°, 1/324°( 략 3km, 1km, 330m의 해

상도) 이다(Fig. 1). 각 단계별로 6일, 3일, 3일의 

측을 실시하고 있다.

해황 보시스템은 6개의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고

리, 월성 각 3기) 자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시

스템의 측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꾸 한  

부이 장비 검  보수 작업을 통해 지속 인 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황 보시스

템을 구축하여 고리, 월성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변화 

측을 수행하고 있다.

2. 본론

2.1 RIAM Ocean Model 

RIAMOM은 정역학(hydrostatics)과 Boussinesq 

approximations를 가정하여 3차원(three-dimensional)

의, 비선형(Non-linear), primitive equation을 해결한

다. 모델의 격자체계로 수평 으로는 Arakawa B Grid 

system을, 수직 으로는 Z-coordination을 이용한다

(Fig. 3).

RIAMOM의 주요한 scheme으로는 Generalized 

Arakawa Scheme, Slant Advection, Mode-Splitting 

Method가 있다. 

Generalized Arakawa Scheme은 non-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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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rakawa-B Grid System ( (a) 수평격자, (b) 수직

격자 ) Fig. 4 Slant Advection Effect의 고려((a) T-S Box에서의 

이류, (b) U-V Box에서의 이류)

instability를 막기 한 scheme이다. non-linear 

instability는 이류항과 같은 비선형 항을 수치 으로 계

산하는 과정에서, 장이 큰 상의 에 지가 작은 

장을 가진 상의 역으로 잘못 달됨으로써 발생한

다. Arakawa (1966)는 이류항을 계산할 때, kinetic 

energy 뿐만 아니라 vorticity를 제곱한 값인 potential 

entrophy도 보존하도록 scheme을 구성하여서 

non-linear instability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Slant Advection Effect를 고려하는 것은 해 경사에

서 이루어지는 연직 이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한 것

이다. U-V box를 심으로 하는 Arakawa-B Grid 

System에서는 T-S Box의 volume flux를 통해서 U-V 

Box의 flux를 계산한다. 이러한 경우, 해  경사에서 

volume flux가 경사를 따라서 계산되는 도 에 수치

으로 일부분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

우를 방지하기 해서 slant advection을 고려한다(Fig. 

4).

RIAMOM은 자유표면을 허용하기 때문에, 모델 내

에 외부 력 (external gravity wave)가 나타난다. 깊

은 양의 경우, 수치모델에서 계산되는 외부 력 는 

매우 작은 분 시간간격이 요구되므로, 계산에 비효율

성을 가진다. 이러한 계산 시간간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모드 분리법(Mode Splitting Method)이 사용

된다. 모드 분리법에서는 외부모드(external mode) 시

간간격과 내부모드(internal mode) 시간간격의 두 가지 

계산 시간 간격을 가진다. 내부모드에서의 시간 간격은 

외부모드 시간 간격의 10-100배의 크기를 갖는다. 모드 

분리법에서 지배 방정식은 2차원의 수직 으로 분된 

방정식(vertically integrated equations)과 3차원이 수

직  구조 방정식(vertical structure equations)로 나타

난다. 매 계산 시간에서 수직 으로 분된 방정식의 

경압 성분(barotropic components)은 외부모드에 의해 

계산된다. 한 내부모드의 압력 경도항(pressure 

gradient term)과 비선형(Non-linear term)의 순압 성

분(baroclinic components)은 외부모드로 달한다. 이

러한 외부모드와 내부모드는 explicit scheme에 의해 

계산되어진다(Lee, 1996). 이러한 계산시간 분은 

Asselin 시간 필터(Asselin time filter)를 이용한 앙차

분을 이용한다. 한, 바닥지형에서의 이류항에 하

여, 정확한 수평운동량의 수직 이류효과를 나타내기 

하여 경사이류(Slant Advection) 효과를 용한다.

2.2 동해 해황예보시스템

 동해해황 보시스템 수치모델의 수평격자 간격은 

경도 방향으로 1/12°이며, 수직 벨은 총 20개층으

로 수심은 ETOPO5로부터 추출하 다(Table 1). 

유입구에서는 계 으로 변화는 수송량을 용하

고 쓰시마난류 수송량은 한해 을 일주일에 6회 

정기 으로 운항하는 페리에 탑재된 ADCP를 사용하

여 1997.2 ~ 2002.8 기간동안 측된 자료로부터 구하

다(Takikawa et al., 2004). 측된 쓰시마난류의 평균 

수송량은 2.65Sv이고 이  서수도를 통한 수송량은 

1.54Sv(58.1%), 동수도를 통한 수송량은 1.11Sv(41.9%)

이다. 3~6월과 10~11월에 수송량이 크며, 1월에 최소 

수송량이 나타나고 연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주해 을 통해 들어오는 유입량은 한해 을 통과하

여 동해에 유입되는 총 유입량의 20%를, 제주남단과 큐

슈 서안을 잇는 도에 평행한 단면을 통해서는 총 유

입량의 80%가 유입되도록 설정하 다(Table 1).

수송량과 더불어 유입구의 수온과 염분값은 JODC와 

KODC에 의해 측된 장기평균자료를 이용하 다

(Kim, 1996). 유입개방경계의 내부유속 성분은 온도풍 

계에 근거하여 경계방향의 수온과 염분으로부터 계

산되었다. 구배가 없는 조건은 유출개방경계에 용되

었고 개방경계의 평행한 속도성분은 zero 값으로 설정

되었다. 한 non-slip조건이 육지에 수직한 방향에 

용되었다(Table 1). 

측자료들을 수치모델의 격자(1/12°)에 입력하기

해 공간 으로 가  보간법을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생성하 다. 수치모델 수행시 입력된 수온, 염분의 

기조건은 겨울철 년평균된 자료이고, 유동은 없는 상



변수 특징 및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격자 
해상도

(1/36)°
3 ㎞

(1/108)°
1 ㎞

(1/324)°
약 330 m

수평격자 124 × 88 109 × 109 154 × 271
수직격자 53 44 14
모델영역 128.5°E~131.9°E

34.5°N~36.9°N
129.0°E~130.0E
35.0°N~36.0°N

129.1°E~129.6°E
34.1°N~35.9°N

수심자료 격자체계 수치지도 자료(성균관대 최병호)
개방경계 동해해수순환모델

결과 적용
1단계 모델결과 

적용
2단계 모델결과 

적용
SSH 상위단계 모델결과를 내삽법을 이용하여 입력
SST 상위단계 모델결과를 내삽법을 이용하여 입력

강수량 JMA/GSM
표층 

바람장
JMA /MSM(~ 33h 예측자료), GSM(~ 192h 

예측자료)
조석 NAO의 16개 주요 조석조화상수

하천유입 낙동강, 태화강 년 평균 유량자료

Table 2 해황 보시스템 수치모델 개요 

구      분 역모델

사용모델 RIAMOM

사용목
역모델의 기  경계자료 제공

(Oneway nesting 기법 용)

모델 역 동해 체

수평격자크기 1/12°

수직층 20 z-level

수심자료 ETOPO5

입력자료

SST(ECMWF, JODC, KODC)
SSS(JODC, ODC), 
wind stress(ECMWF)

경계자료

유입, 유출 수송량

(ADCP;1997.2~2002.8)
수온, 염분(JODC, KODC)

수평확산계수
constant : 8.4x108(cm2/s)
ARGO 측자료 이용

검증자료
수과원 년 정선 측 자료

회 측 유속자료

Table 1 동해해황 보시스템 수치모델 개요

태에서 수치모델을 수행하 으며 월별 표층경계조건

인 기상자료와 수온, 염분 자료는 해당 월의 간인 15

일의 값으로 설정되며 수치모델의 시간 분 간격으로 

선형보간법으로 모델수행 시 계산되어 입력되어진다.  

2.3 해황예보시스템

해황 보시스템 수치모델은 Fig.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 네스 을 통하여 구축하 으며, 각 단계별 

모델구성은 Table 2와 같다. 1단계 네스 에서는 술

한 동해해황 보시스템 결과를 이용하 으며, 2단계 

네스 에서는 1단계 네스  결과를, 3단계 네스 에서

는 2단계 결과를 이용하여 체 으로 4단계( 역모델, 

1,2,3단계 네스 모델) 모델을 구축하 다.

본 해황 보시스템에서는 동해 역모델에서 고려

하지 않은 조석조건을 고려하여 동해연안역에서의 조

석에 의한 조류성분을 고려하 다. 조석조건의 고려는 

NAO(National Astronamical Obsevatory, Japan, 

1999)모델 결과  동북아시아 모델결과(16개 분조)를 

용하 다.

2.4 해황예보시스템결과

해수유동 결과  2010년 10월 15일의 1, 2, 3차 네

스  결과를 Fig. 5에 도시하 다. 그림배경은 수온을 

나타내며,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상세격자의 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한 Fig. 5의 벡터는 해류를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의 강한 동한난류의 향으로 동해안을 따라 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연안에서 외해로 갈수록 해류의 크기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는  동해 체의 계 별 평균 해수순환 결과

를 제시하 으며,  Fig. 7에는 재 운 인 실시  

측부이 치도를 제시하 다. 한 Fig. 8에는 해황 보

시스템의 측결과를 측자료와 비교하여 도시하

으며, Fig. 9에는 재 구축 완료된 해황 보시스템 구

성도를 도시하 다. 본 시스템은 매 1일 간격으로 2일 

간의 측결과(3 단계 네스  모델)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3. 결론

장기 으로 원 이 동해연안 해양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 리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응시스템 개발의 기반자료를 확보함과 동시

에 동해 남동연안의 해양환경 문제에 한 과학 인 

처가 가능한 종합평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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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 2, 3 차 네스  모델 해수 유동 결과(2010. 10. 
15. 09시 ). (상)1차 네스 , (좌하)2차 네스 , (우하)3
차 네스 .

Fig. 6 계 별 평균 동해 해수순환 시스템

Fig. 7 실시간  측부이 치도

Fig. 8 측시스템 결과와 측자료(조석, 해·조류)
와의 비교

Fig. 9 동해 남부해역 해황 보시스템 구성도



MOHID 모델을 이용한 지진해일 수치모의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 with MOHID

상권1, 최진용2, 이동 3

Sang-Kwon Hyun1, Jin-Yong Choi2 and Dong-Young Lee3

1. 서 론

역사 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진해일은 자주 발생

하지는 않았지만, 동해에서의 지진 진앙지가 유라시아

와 북태평양 이트사이인 일본연안을 따라 치하

고 있어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의 동해연안, 일본

연안  러시아 연안에  큰 피해를  수 있다.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1983년 5월 26일  1993년 7월 12

일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의 동해연안에 큰 

향을 주었으며, 특히 1983년 지진해일의 경우는 묵호항

과 임원항에서 큰 범람피해를 유발하 다(최병호 등, 

2000). 

최근 들어 잦아진 지진활동과 함께 2010년 2월 27일 

칠 와 2010년 10월 2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이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동해안의 지진해일에 

의한 규모 피해사례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비교  안

지 라고 여겨지던 우리나라에도 많은 경각심을 불

러오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05시 46분(UTC 기 )에 일본 동북

지역에서 130km 떨어진 해역(N38.1°, E142.9°)의 해  

24km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http://www.jma.. 

go.jp/jma/en/2011_Earthquake.html)은 1960년 5월 

22일의 칠  지진(진도 9.5)과 1964년 3월 28일의 알래

스카 지진(진도 9.2), 그리고 2004년 12월 26일의 인도

네시아 수마트라(진도 9.1) 지진에 이은 역  규모 4

의 지진으로 지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해일

은 일본 동해연안을 따라 막 한 인 ·물  손실을 

래하 다. 

본 연구에서는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일본 동북

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의 양상을 재 한 결과를 

제시하며, 한 실험결과를 측자료와 비교하여 모델

의 용성을 검토 ·제시하 다. 

2. 수치 실험

2.1 사용 모델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포루투갈의 리스본 학

에서 개발한 MOHID(MOdelo HIDrodinamico) 모델

이다. MOHID 모델은 연안과 하구역에 용할 수 있는 

다기능 3차원 수치해석 모델로 기본 으로 조석  해

일과 같은 연안  하구역에서의 물리  작용을 계산하

며, 유체특성(수온, 염분 등), 오일러리안 물질이동, 라

그란지안 물질 이동, 난류(tubulence), 퇴 물의 이동, 

침식과 퇴 , 기상  랑조건 고려, 수질  생태, 유

류확산 등을 계산할 수 있는 60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동 결합(nesting) 기법을 용하여 보다 

정 하게 심지역의 해황을 재 할 수 있는 모델이다. 

MOHID 모델은 수평 으로 직교(cartesian) 는 직

교곡선(orthogonal curvilinear) 격자체계를 사용하며, 

수직 으로는 시그마와 직교좌표계를 개별 는 혼합 

사용할 수 있는 GVC(general vertical coordinate) 시스

템의 용이 가능하며, 공간 으로는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고, 시간 으로는 반음해 

ADI (semi-implicit Alternate Direction Implicit)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계산상의 안정성 제약을 최소화 한다.  

한, 이동경계 처리가 가능하여 조간 가 넓게 분포한 

우리나라의 지형에 필수 인 조간  처리가 가능한 모

델이다. 

MOHID 모델은 공간 으로 격자검사체 (cell cont- 

rol volume)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차분하는 유한체

법을 사용한다. 검사체  와 생성항 를 가지는 스칼

라항 에 한 일반 보존법칙(gener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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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은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1)

여기서, 는 검사면 를 통한 스칼라항의 럭스

(flux)이다.  식(1)로부터 다음과 같이 와 를 얻을 

수 있다. 




∙                                    (2)

이 방법은 격자구조(cell geometry)와는 독립 으로 

방정식을 계산하므로, 물리  변수들과  격자구조를 분

리하여 계산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공간 좌표계의 

독립성은 어떤 형태의 격자구조도 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므로, 모델은 수평 으로 직교나 직교곡선격자체

계, 그리고 수직 으로 GVC 격자체계를 채택하여 계

산의 효율성을 증 할 수 있다.  Fig. 1은 모델에 용된 

유한차분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Finite volume element of MOHID model

MOHID 모델은 삼차원 비압축성 유체에 한 방정

식을 계산하며, 정수압은 시네스크(Boussinesq)와 

이놀드(Reynolds) 근사를 가정한다. 직교좌표계에서 

모델의   , 방향의 운동방정식, 연속방정식, 정수압 방

정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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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기서, ,  , 는 각각 ,  , 방향으로의 속도벡터 

성분, 는 코리올리스 라미터, , 는 수평  수직 

방향에서의 난류 성(turbulence viscosity),  는 분자

동 성(molecular kinematic viscosity), 는 압력,  는 

력가속도, 는 기 도 상수, 는 도이다. 

MOHID 모델에서 운동량  물질의 이동항은 1, 2, 3

차 오더(order)의 방차분법과 앙차분법 그리고 

TVD(Total Variation Diminishing) 방법을 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류항은 양해, 반음해, 음해법을 사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2 모델 수립
실험 시 모델의 역은 동경 127.3333°∼157.0°, 북  

25.0°∼47.0°의 역으로 설정하 으며, 격자의 간격은 

2분(1/30도)을 채택하여 방향으로 890개, 방향으로 

660개의 격자로 구성하 다. 수심은 Etopo-1 수심자료

를 2분 간격으로 재구성하여 모델에 용하 다. 모델

은 지진발생 후 5시간까지를 모의하 으며, 계산시의 

시간간격()은 5 로 설정하 다. 실험에 용된 수

심은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Figure 2. The bathymetric map of model domain.

2.3 초기해수면
실험시의 지진에 의한 기해수면은 일본교통성 국

토지리원(http://www.gsi.go.jp/common/000060436.pdf)

에서 제시한 단층 매개변수(fault parameter)를 사용하

여 Okada(1985)가 제시한 이론에 따라 지진발생시의  

기해수면을 계산· 용하 다. 

Table 1은 실험 시 용된 단층 매개변수를 제시한 

것이며, Fig. 3은 Okada(1985) 이론에 따라 계산된 기



해수면을 도시한 것이다. 

Table 1. Fault parameters for the 2011 off the Pacific coast 
of Tohoku Earthquake, Japan.

Depth
(km)

Leng.
(km)

Width
(km)

Strike
(°)

Dip
(°)

Rake
(°)

Slip
(m)

Fault 1  5.1 186 129 203 16 101 24.7
Fault 2 17.0 194  88 203 15 83  6.1

Figure 3. Initial sea surface elevation for the 2011 Japan 
tsunami.

3. 실험 결과

모델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미국 NOAA의 DART 

(Deep-ocea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suna- 

mis) 부이의 측자료(214101, 21413, 21418, 21419)와 

UNESCO/IOC의 해면 측자료(Hanasaki, Tosashimi- 

zu)를 이용하여 비교·검증하 다. 

Fig. 4는 측 의 치를 제시한 것이며, 측치와 

모델의 계산치를 비교한 결과는 Fig.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모델의 계산결과는 반 으로 측치와 잘 일치

하는 결과를 보 으며, 특히 지형 인 향이 은 외

양의 측 에서는 계산치가 측치의 크기와 상을 

잘 재 하 다. 그 지만, 지형 인 향을 많이 받는  

일본연안의 측 (Hanasaki, Tosashimizu)에서는 모

델결과와 측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 으며, 이러

한 차이는 모델 수행 시에 Etopo-1 수심  2분 간격

(1/30도)의 격자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연안의 지

형  수심상황이 정확히 반 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해당해역의 정  수심  

동 결합(nesting)을 통한 정 격자망을 도입하여 수치

모의를 실시함으로써 계산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4.  The location of observation stations

Figure 5. The comparisons between observed data and 
computed results(solid red line : observed data, blue dot 
line : computed results).



지진발생 후 지진해일의 기  양상은 Fig. 6에 제

시하 고, 모델 수치모의 기간인 5시간 동안 계산된 최

치를 도출하여 Fig. 7에 제시하 다. 최 지진해일고

는 일본 동북부해역에서 23.8m로 계산되었다. 

(a)after 5 min.

(b)after 10 min.

(c)after 30 min.

Figure 6.  Computed tsunami height snapshot images 
using MOHID for the 2011 Japan tsunami.

Figure 7. Computed maximum tsunami height using 
MOHID for the 2011 Japan tsunami.

4. 토 의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2011년 3월 11일 05시 46분

(UTC 기 )에 일본 동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수치모의하 다. 계산 결과, 모델의 계산치는 측치의 

경향성을 잘 재 하 으나, 지형 인 요인에 향을 많

이 받는 연안역 측 에서는 상 으로 오차가 크게 

계산되었다. 이러한 연안역의 경우는 추후 정  수심 

 동 결합(nesting)을 통한 정 격자망을 도입하여 수

치모의를 실시함으로써 계산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육상 DEM 자료를 용하여 지

진해일 의 run-up과 범람을 함께 모의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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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  구조물의 확률론  신뢰성평가

Probabilistic reliability analysis of a tidal power pla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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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력발 소는 붕괴나 손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국

가경제  사회에 미치는 직간  효과가 지 한 

특수 사회기반 시설물로서 안 성 확보가 제된 경제

 설계단면의 구 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서는 

력, 조 , 지진계수, 크 인하  등의 다양한 하 조

건, 구조  기하형상  사용재료의 특성, 지반정수들

의 특성, 구조물 거동  경계 조건 등의 설계변수들을 

사실 으로 표 하고 그들에 내재된 불확실성  변동

성을 고려하여 안 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 이다. 

근래 해외․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신뢰성에 기 한 확률론  해석  설계 방법은 설계변

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명확하게 고려함으로써 

괴확률이라는 험도지수를 이용하여 안 도를 정량

으로 표 할 수 있고, 한 각 괴모드에 하여 평

화된 안 성을 갖는 경제 인 해안구조물의 최 단

면의 도출과 경제 인 보수  보강 책 수립이 가능한 

장 을 갖고 있다. 일상 인 구조해석과 설계에서 가장 

범 하게 사용되는 유한요소법과 신뢰성방법의 결

합으로 구 되는 추계유한요소법(SFEM: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은 해안구조물의 성능에 기

한 구조설계와 신뢰성해석을 한 이상 인 방안으로 

단된다. 하지만 일상 으로 이용되는 상용 유한요소 

로그램에 기 한 구조신뢰성 해석은 한계상태함수

가 명시 으로 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상용 유한요소 로그램

(LUSAS, ABAQUS, MIDAS 등)과 신뢰성해석기법을 

지능 으로 결합한 응답면기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에 기 한 추계유한요소법의 용을 

통한 조력발  구조체의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성 한계상태와 강도 한계상태에 한 험도를 정

량 으로 평가하고 각 설계 확률변수의 향을 분석하

고자 하 다.

2.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기법

2.1 암시적 한계상태에 대한 신뢰성해석
구조물의 험도 평가를 해 정의되는 한계상태함

수는 모든 하 의 향과 항력에 련된 매개변수들 

상호간의 함수  계의 정식화를 의미하며, 명시

(explicit)인 형태 는 유한요소 알고리즘과 같은 암시

(implicit)인 형태로 표 된다. 명시  한계상태함수

의 경우에는 직  괴확률을 산정하는 Level III 기법

과 각 확률변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여 신뢰도

지수를 산정하는 Level II 기법에 해당하는 다양한 방법

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력발 소와 같은 실제 인 구

조물의 신뢰성해석에 있어서 한계상태함수는 유한요

소법 는 유한차분법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로 표 되

며, 이 경우 용 가능한 방법은 다음 3가지로 제한된

다; (1) MCS (Monte Carlo Simulation), (2) 통 인 추

계유한요소법 (Haldar and Mahadevan, 2000), (3) 응

답면기법에 기 한 추계유한요소법 (RSM-based 

SFEM).

목표 괴확률이 낮거나 는 많은 요소를 가지는 실

제구조물의 해석에서처럼 확정  해석을 한 계산시

간이 많이 요구된다면, MCS는 비 실 인 방법이다. 

통 인 추계유한요소법은 요소의 강성행렬과 하

벡터의 확률변수들에 한 편미분 행렬과 벡터를 개발 

 정식화하여 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에 이 방법을 용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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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차구조물 단면형상

성해석은 용이하지 않다(허정원, 2003). 이에 반하여 응

답면기법에 기 한 추계유한요소법은 상용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과 같은 알고리즘 형태의 한계상태함수

를 가지는 실제  문제에서 한계상태함수를 명시 으

로 정식화하여 신뢰성해석을 편리하게 수행하게 해주

는 실용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용하 다.

2.2 응답면기법에 기초한 추계유한요소법
응답면기법에 기 한 추계유한요소법(허정원, 2003)

은 일련의 입력 확률변수와 특정한 상 계에 있는 음

함수형태의 한계상태함수에 하여 먼  응답면기법

을 사용하여 입력 확률변수들로 표 되는 2차 다항식

으로 근사(approximate)한 후, FORM(일차신뢰도법)

을 용하여 상 구조물의 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

써 안 성과 험성을 평가하는 매우 효율 이고 정확

한 기법이다. 이 과정을 해석단계별로 요약하여 아래에 

기술하 다. 응답면기법에서는 Huh & Haldar (2001)

가 제안한 모델  다음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즉 교

차항이 배제된 2차 다항식과 Saturated Design을 이용

한 모델 ①과  완  2차 다항식과 Central Composite 

Design을 이용한 모델 ②를 고려하여 확률변수의 개수

에 따라 용하며, 각 모델에 한 세부 인 개념과 

용기   장․단 과 FORM에 한 상세한 기술은 지

면의 제약으로 생략하 으나, 다양한 참고문헌(Huh & 

Haldar, 2001; 허정원,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확률변수의 개수에 따라 효율성과 정확도를 고려하

여 최 의 모델 선정

② 선정된 모델에 용되는 표본추출기법을 이용하여 

확률변수의 평균값에서 표본을 sampling한 후, 각 

각의 표본추출 에 한 확정  유한요소해석의 수

행 (한 개의 표본추출 은 1회의 확정  유한요소해

석을 한 입력확률변수들의 값을 나타내는 벡터)

③ 모든 표본 에 한 확정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를 

회귀분석 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실제 

한계상태함수를 입력 확률변수의 항으로 표 하는 

근사된 2차 다항식 결정

④ 신뢰성해석 기법인 FORM을 이용하여 신뢰성지수, 

괴확률, 각 확률변수의 괴확률에 한 기여도

의 정량  수치인 민감도 지수(Sensitivity Index), 

 설계 (checking point)을 구하는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여 상 구조물의 안 성과 험성 평가

⑤

3. 조력발전 구조물의 신뢰성 해석사례
사례분석에서는 조력발  구조물의 가설계 단면으

로 그림 1에 보이는  수차 구조물을 상으로 하 다. 

신뢰성해석에 앞서 3차원 Solid 요소와 Frame 요소로 

모델링한 수차구조물을 상으로 고조   조 의 

2개 조 조건과 평상시, 이상시  지진시의 3개 하

조건을 조합한 총 6 Case에 하여 각종 설계 물성치의 

평균값을 확정치로 사용한 확정  유한요소해석

(LUSAS 로그램)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고

조  지진시의 하 조건에서 외해측 면벽 최상단 지

의 수평변 가 최 이며, 설계강도 비 휨 인장응력

이 상 으로 휨 압축응력에 비해 크게 발생하여 휨 

인장에 한 강도한계상태의 안 성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3.1 신뢰성해석을 위한 한계상태함수의 정의
구조물의 한계상태함수는 부분의 경우 극한강도 

한계상태와 사용성 한계상태를 고려한다. 먼  극한강

도 한계상태에서는 수차 구조물의 임의 요소에서 발생

하는 최 의 휨 인장응력이 콘크리트의 설계기  휨 인

장강도를 과하는 상태를 괴라고 규정하며, 아래의 

식 (1)로 표 된다.

                                                    (1)
여기서는 수차구조물 본체의 콘크리트에 한 설

계 휨 인장강도로서 확률변수이며, 는 각 표본추

출 에 하여 확정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지

는 최 (인장) 주응력 값이다.

사용성 한계상태에서는 식 (2)와 같이 구조물 임의 

치에서 발생하는 최 의  수평변 가 시방서  설계

기  등에 정해진 허용 변 량을 과하는 상태를 사용

성에 한 괴로 규정하 다.

                                                    (2)
여기서 는 최  허용 수평변 량을 나타내는 확

정  값으로 재 국내 련 설계시방서에 명시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1998년 미국 ASCE

의 항만지진규정(ASCE, 1998)에 의한 기능수행수 의 

수평방향 최소허용변 인 15cm의 1/3인 5cm로 가정

하 다. 한는 각 표본추출 에 하여 LUSAS



분    류 설계변수(SI 단위) 평균값 α* 강도 한계상태 사용성 한계상태
변수 COV 분포형태 변수 COV 분포형태

콘
크
리
트

공통 단위중량  (kN/m³) 24.01 0.98 X1 0.02 N X1 0.02 N
프와송비  0.18 1.0 X2 0.06 N X2 0.06 N

수로․기초부/전면벽 탄성계수 Ec1 (kN/m2) 25.50×106 1.0 X3 0.06 LN X3 0.06 LN
설계 휨강도 σr1 (kN/m2) 5.884×103 1.0 X4 0.11 N - - -

상부슬래브/
내력벽

탄성계수 Ec2 (kN/m2) 24.62×106 1.0 X5 0.06 LN X4 0.06 LN
설계 휨강도 σr2 (kN/m2) 5.492×103 1.0 X6 0.11 N - - -

하
중

정수압 정수압계수 CHS 1.0 1.0 X7 0.30 Type I X5 0.30 Type I
풍하중 풍압 q (kN/m2) 2.94 1.0 X8 0.15 LN X6 0.15 LN
파력 파력계수 FW 1.0 1.0 X9 0.10 LN X7 0.10 LN

활하중 분포활하중 QLL (kN/m2) 6.0 1.0 X10 0.10 Type I X8 0.10 Type I
지진하중  지진계수 kh 0.154 1.0 X11 0.25 LN X9 0.25 LN

여기서 α*=평균값/설계값으로 정의되는 평균치 비, N=정규분포, LN= 수정규분포

표 1. 확률변수의 통계특성치

구
분

한계 
상태

신뢰성지수  
응 괴확률 발생지

수
차

강도
3.071 최  휨 인장응력 

발생요소1.067×10-3

사용성
6.495 최  수평변  발생 

4.172×10-11

표 2. 조력발 소의 신뢰성해석 결과

의 확정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평방향

의 발생 최  변  값이다

3.2 확률변수 및 그 통계특성치의 결정
기 신뢰성해석 결과에서 나타난 확률변수들의 민

감도지수()와 문헌(Takashi et al., 2002; 長尾 et al., 

2001; 허정원, 2003)을 참고하여, 신뢰성해석을 한 강

도 한계상태에 해서는 11개 그리고 사용성 한계상태

에 해서는 9개의 확률변수를 표 1과 같이 선정하

다. 표 1의 강도  사용성 한계상태에서 고려한 확률변

수의 통계  특성치인 평균값, 변동계수, 그리고 분포

형태 한 다양한 문헌자료(Nikolaidis & Kaplan, 1991; 

Kuschel & Rackwitz, 2000; Huh & Haldar, 2001; 

Takashi et al., 2002; 長尾 et al., 2001; 허정원, 2003)에 

기 하여 결정하 다. 

콘크리트의 설계 휨강도를 설계 압축강도의 약 20%

로 규정하 는데, 이는 콘크리트 구조설계 문헌(심종

성, 2000)에 제시된 “일반 으로 콘크리트의 휨 강도는 

압축강도의 약 11～23% 사이의 범 를 갖는다.”라는 

기 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콘크리트의 설계 휨강도

는 설계 압축강도의 내재  불확실성과  가정에 따른 

모델 불확실성을 갖게 되므로, 본 신뢰성해석에서 콘크

리트의 설계 휨 강도에 한 불확실성의 고려를 해 

확률변수로 취 하 다.

3.3 신뢰성해석 결과 및 분석
술된 응답면기법에 기 한 추계유한요소법을 사

용하여 고조  지진시의 하 조건에 따른 수차구조물

의 두 한계상태에 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하 다. 극한

강도  사용성 한계상태에서 고려한 확률변수가 각기 

11개와 9개이고 복잡한 기하형상의 3차원 구조해석임

을 고려하여 제안된 모델 ①-교차항을 배제한 2차 다항

식인 식(2)와 Saturated Design-을 용하 다. 그러므

로 두 한계상태의 용 모델에 한 총 표본  수는 각

기 23개와 19개이며, 여기서 하나의 표본 은 1번의 확

정  구조해석을 의미한다.

조력발  수차구조물의 최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강도한계상태와 최  수평변 가 발생하는 

에서 사용성 한계상태에 한 신뢰성해석 결과를 

신뢰성지수와 그에 응하는 괴확률로써 표 2에 나

타내었으며, 한 수차구조물의 강도  사용성 한계상

태에 한 신뢰성지수 등치선도 (等値線圖) (reliability 

index contour)를 그림 2와 3에 각각 표시하 다. 

표 2  그림 2와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차구조물

의 극한강도 한계상태에 한 최소 신뢰성지수는 3.071

로 근사 인 응 괴확률은 0.001067이며 이는 일반

인 해안구조물의 목표신뢰도지수인 2.0~2.5를 기

으로 단했을 때 충분한 안 성이 확보되는 단면이라 

단된다. 민감도지수의 결과로부터 강도 한계상태에 

해서는 지진하 , 콘크리트의 설계 휨강도  조 에 

의한 정수압이 안 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자로 

명되어, 본 조력발 소 구조물의 내진설계와 콘크리트

의 엄격한 품질 리를 통한 설계 압축․휨 강도의 변동

성 제어가 안 한 구조성능의 구 에 필수 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허용 수평변 량 5cm는 

외국의 기 에 비하여 안 측의 값임에도 불구하고, 수

차구조물의 사용성 한계상태에 한 극한 에서 최

소 신뢰성지수는 6.495로 거의 (零)에 가까운 괴확



그림 2. 강도한계상태의 신뢰성지수 Contour

그림 3. 사용성한계상태의 신뢰성지수 Contour

률을 나타내므로 수평변  사용성에 한 안 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률변수  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방향력인 지진력과 수압이 수평방향변

에 한 사용성 한계상태에 가장 민감하며 험도를 결

정하는 요하고 지배 인 인자로 명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응답면기법, FORM과 상용 유한요소

법 로그램을 결합한 복합 신뢰성해석 알고리즘을 

용하여 특수 해안구조물인 조력발  수차구조물의 신

뢰성평가를 수행하 다. 용된 기법은 실무에서 일상

으로 사용하는 유한요소법과 같은 알고리즘형태의 

한계상태함수를 응답면기법을 사용하여 입력 확률변

수들로 명확히 표 되는 2차 다항식으로 근사한 후 일

차신뢰도법을 용함으로써 신뢰성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험도를 정량 으로 계산하는 매우 효율

이고 정확한 기법이다. 신뢰성해석에 앞서 설계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한 확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고

조  지진시에 수차구조물에서 최  주응력과 최  수

평변 가 발생함을 확인하 다. 선정된 최 주응력에 

한 극한강도 한계상태함수와 수평변 에 한 사용

성 한계상태함수별로 국내․외의 참고문헌과 여러 자

료에 기 하여 확률변수로 고려하는 설계변수를 선정

하고 그 통계특성치를 결정하 다. 최종 으로 확률변

수를 고려한 한계상태함수별 극한조건에 하여 제안 

기법을 이용하여 구조신뢰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신

뢰성지수를 산정하고 그에 응하는 험도를 평가하

여 조력발  구조물의 안 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신뢰성기법은 조력발 소와 같

은 복잡한 실제 구조물의 사실 인 구조거동과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고려한 강도․사용

성 한계상태에 한 신뢰성지수  응 괴확률을 계

산할 수 있으므로 구조체의 험도에 한 정량  수치

를 제공할 수 있고, 한 구조물 성능설계의 구 을 

해 유용한 자료인 요 설계변수들의 민감도지수  설

계검증  등의 획득이 가능한 효율 이고 실용 인 구

조신뢰성해석 기법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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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의 발생과 에 한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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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plication of 3-D Numerical Analysis Method(LES-WASS-3D) on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Tsu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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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라시아 , 북아메리카 , 태평양 , 필리핀 이 만

나는 경계에 치해 있는 일본열도는 평소 크고 작은 

잦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하드 인 측면(내진설

계, 지진해일 방 제 등)  소 트 인 측면(경보시스

템, 피요령 등)의 응에 있어 세계 최고 수 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경 동북지방

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에 속수무책이었다. 이 지진은 

북  38도 동경 142도에 치한 해  24.4km지 에서 

3개(태평양 , 유라시아 , 북아메리카 )의 이 충돌

하여 발생한 규모 8.9의 강진이었으며, 한 그 여 로 

지진해일이 동북지방의 6개 에 최고 10m에 이르는 

지진해일이 해안을 내습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

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재까지 우리나라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해 안

지 라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열도

에 인 해 있고 같은 유라시아 에 치하고 있음으로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 지진발생 빈도가 꾸 히 증가

하는 걸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진이 우리나라 

인근 해 에서 발생하 을 경우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에 처 할수 없을 것이고 재 이에 한 연구는 미진

한 실정이다.

 재 한반도를 상으로 한 지진해일의 연구로는 김

도삼 등(2007a, 2007b)은 1983년과 1993년 발생한 동해

부 지진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으로 인해 동해연안

에서의 측결과와의 비교·검토를 통한 수 변동과 

시간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조용 과 이재일

(2006)은 지진학  모형과 동수역학  모형(Kajiura, 

1963)을 이용하여 쓰시마-고토 단층 에서 발생한 지

진해일의 특성과 수 변동  남해안 일 의 침수

확률을 수치 으로 산출하 다. 한 김 승 등(2006)

은 남해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 해 지진에 의

한 해일에 하여 수치모의를 실시하 다. 이상의 연구

들은 지진해일의 재 에 있어서 평면2차원모델을 이용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남동해는 쓰시마-고토 단층에서 부

산  거제도 등의 해안선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활

성단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구조론 문가들은  

지진의 험을 간  경고하고 있다. 이에 지진해일, 폭

풍해일 등과 같은 역 는 실제지형에 한 수치계산

에 있어서 장시간의 계산시간과 용량 메모리의 필요

로 인하여 컴퓨터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3차원 인 수치계산을 본 연구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동수와 이우동(2007)이 개

발한 강비선형의 3차원 수치모델 LES-WASS-3D를 이

용하여 쓰시마-고토 활성단층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

상의 지진해일에 한 양상과 연안에서의 해일고

분포에 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수치해석방법
2.1 LES-WASS-3D의 개요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는 , 구조

물, 해 지반/해빈의 상호간섭을 직  해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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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비선형의 3차원 수치해석방법으로서 무반사 조 를 

한 조 소스항이 포함된 연속방정식과 투과성구조

물내의 유체 항 항을 도입한 수정된 Navier-Stockes

운동방정식  자유수면을 표 하기 한 VOF함수의 

이류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류계산을 해 LES

기법의SGS모델(Smagorinsky, 1963)을 도입하 으며, 

투과성 구조물, 해빈, 해 지반 등에 따른 유체 항의 

특성을 재 하기 하여 성 항(Sakakiyama and 

Kajima, 1992), 난류 항(Ergun, 1952; van Gent, 1995) 

 층류 항(van Gent, 1995; Liu and Masliyah, 1999)

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직각격자체계의 용에 따른 해 지형의 왜곡

상을 최소화하기 하여 유체 항을 이용한 허동수 

등(2008)의 경사면처리기법을 용하 다.

2.2 수치수조의 개요 및 입사조건

Fig. 1. Definition sketch of  3D numerical basin used for 
modelling of the southea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a of the Japanese Tsushima island
Fig. 1 은 3차원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시

뮬 이션 하기 한 수치수조로서 최신 수치해도를 이

용하여 해 지형을 구성하 으며, 의 재반사를 방지

하기 하여 동서남북에 부가감쇠 역을 두고 그 경계

에는 개경계조건을 고려하 다.

지진해일 발생은 쓰시마-고토 단층  Fig. 1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지역에 해서 조 소스를 설치하여 임

의의 해일고(5m)와 단층  각각의 수심을 용하여 

Fenton(1972) 의 3차 근사식에 의한 고립 를 발생시켜 

지진해일의 특성을 검토하 다.

3. 지진해일의 수치모형실험결과

3.1 지진해일의 전파특성
Fig. 2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쓰시마-고토 단층 에

서 발생한 가상의 지진해일이 되는 양상을 130분 

동안에 하여 5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t=5min t=10min

t=15min t=20min

t=25min t=30min

t=35min t=40min



t=45min t=50min

t=55min t=60min

t=65min t=70min

t=75min t=80min

t=85min t=90min

t=95min t=100min

t=105min t=110min

t=115min t=120min

t=125min t=130min

Fig. 2. Time-variation of free surface elevation around 
the southea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a 
of the Japanese Tsushima island

Fig. 2로부터 쓰시마-고토 단층 에 인 해 있는 부

산과 거제도의 동부해안은 해 지진발생 20~30분 내에 

가장 빨리 가상지진해일이 도달하고 이후, 지진해일은 

비교  내만지역인 마산, 고성, 통 으로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진해일의 여 는 삼천포, 남해, 

양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고리원자력 발 소가 치하고 있는 동해안 부

근에도 해 지진발생 발생 30분 정도에 가상지진해일

이 내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지진해일 시뮬 이션 결과를 근거로 쓰시마-

고토 단층 에서 해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20~30분 이내에 응을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지진해일고의 분포특성
Fig. 3은 쓰시마-고토 활성단층 의 해 지진에 의한 

가상지진해일이 우리나라 남동해안에 내습했을 경우 

최  지진 해일고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으로부터 최  지진 해일고는 쓰시마-고토 단

층 에 인 해 있는 부산과 거제 동부해안에서 가장 높



은 해일고를 나타낸다. 특히 수로인 부산항과 가덕수

로 부근에서 6.5m이상의 해일고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직 인 향을 받지 않는 서부 경남지역

에서도 2.5m이상의 높은 해일고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고리원자력 발 소가 치하고 있는 

해안에서의 해일고가 3m에 육박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3. Distribution of maximum tsunami heights around 
the southea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a of 

the Japanese Tsushima island

이상의 시뮬 이션 결과를 근거로 쓰시마-고토 단층

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해 남동해안 역은 상

당히 험에 노출 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과 거제 

동부해안이 취약할 것으로 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동해역의 실제 해 지형

을 3차원 수치모델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에 용하여 남동해안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쓰시마-고토 활성단층 에서 임의로 지진해일을 

발생시켜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진해일의   해일고의 분포특성에 하여 논의

하 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가상 지진해일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쓰시마-고토 활성단층 에서 규모의 해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에 해서 우리나라 남동해안은 상당히 

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부산과 거제 동부해안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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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막체 라펫 제작  설치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Rubber Membrane Parapet 

김차훈1, 이용권2, 인식3, 고장희4, 홍승익5

 Chahoon Kim1, Younggun Lee2, Insik Chun3, Janghee Ko4 and Seungik Hong5,

1. 서론

고무막체 라펫(Deformable Rubber Membrane 

Parapet)은 평상시 격납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이

상 랑 발생시 고무막체를 개하여 월 피해를 방

지 는 감하여 인명  재산을 보호하도록 고안

된 동  가변형 구조물이다. 

본 논문은 실해역 스 일의 구조물에 하여 구

조물의 제작  설치과정에 한 것이다. 실해역 설

치는 국토해양부 지원 과제인 ‘항만구조물 기능제고

를 한 신공법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

이며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산학공조 태

로 진행하고 있다. 

기 관 주요업무
건국대학교

-구조물 개발, 설계조건 산출, 
  구조해석
-관련 인허가 획득, 실해역실험 수행

SK건설(주) -구조물 시공성 평가

(주)건화 -하부 구조물 안정성 평가

동일고무벨트(주) -구조물 제작, 설치 및 회수
-실해역 실험 공동수행 

Table 1. Work assignments.

실해역 실험 상지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호안과 방 제를 물색하 고 여러 여건을 감안해 

강원도 삼척시 덕산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본 어항은 긴 띠 모양의 방 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면에 어민 공동작업장이 치하고 있다. 

실해역 구조물 제작  장 측을 통하여 월

발생 빈도가 상 으로 높은 방 제 구간을 선정

하여 고무막체 라펫이 설치될 지 을 선정하 으

며, 월 시에도 공기 제어가 원활하고 안정 으로 

될 수 있도록 컨테이 를 활용한 제어실을 마련하

다. Fig. 1에 고무막체 라펫과 제어실 치를 

간략하게 도시하 다. 

Fig. 1. Installation layout of DRMP

2. 고무막체 파라펫 구조

고무막체 라펫은 고무막체와 고무막체를 보호

하는 격납함(상부,하부), 격납함 상부 거동을 일정하

게 유지시키는 힌지고무와 고정고무, 공기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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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키는 배 부(배   공기제어부)로 구성된

다. 고무막체는 라펫 형태는 기 제안된 4가지 

형태 (김선신 등, 2011) 에서 시공성이 가장 양호

하다고 단되는 이 베개식 (Double pillow type)

을 선정하 다. 이 베개식은 상부 고무막체와 하부 

고무막체로 구성된다. 고무막체 라펫 배 부를 제

외한 구조는 Fig. 2와 같다. 

(a)

(b)

Fig. 2. Schematic of DRMP
3. 격납함 제작설계 및 해석

강원도 삼척시 덕산항에 설치한 고무막체 라펫

은 격납함 기 시 높이 0.3m( 개시 높이 2.2m) 

폭 2.9m 길이 10m 이며, 상세한 제원은 Table 1

과 같다.

구  분 제  원

격납함

하부 (폭2.9mx길이10.0mx두께0.3m)

상부 (폭2.0mx길이9.9mx두께0.1m)

중량 약 11톤

고무막체
상부막체 (폭1.4mx길이9.0mx두께0.024mm)

하부막체 (폭1.2mx길이9.0mx두께0.024mm) 

공기 

흡/배기부

5HP 컴프레셔 (정압8kgf/cm2)

배관 20A pipe + 제어벨브

Table 1. Dimension of DRMP

격납함의 기능은 월 를 직 으로 감함과 동

시에 충격흡수를 해 구비된 고무막체를 보호하고 

체구조물의 치를 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을 발휘하기 해서는 실 해역 시험시 상되는 설계

압을 견딜 수 있어야한다.

구조물의 설계 는 10년 설계 를 선정하 으며, 

Fig. 3과 같은 양상으로 구조물에 작용하게 된다.(김

선신, 2011)

Fig. 3. Design wave for DRMP

격납함 상부, 하부는 고무막체의 내압과 월 에 

의한 압력의 향이 동시에 작용하며, 고정고무  

힌지고무의 인장력에 의해 체결볼트에 작용하는 하

차가 발생한다.

제작설계시에서는 술된 다양한 하  형태를 단

순화하여 산정된 설계 압을 기본 하 으로 용하

여 격납함 상부, 하부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제작 경험  유사한 박스형태 구조물의 설치 사례

를 바탕으로 설계안을 선택하 다. 



소재 탄성계수
(E) 프와송비 허용응력 (N/mm2)

인장응력 전단응력 지압응력
구조용 
강재

SS400
2.0 X 105 

N/mm2 0.30 140 140 210

설계안
No

격납함 강재 두께(mm)
상부 전/후면
(front/back 

face)

상부 
살대
(rib)

하부 전/후면
(front/back 

face)
하부 살대

(rib)
1 9 / 6 6 6 / 6 6
2 12 / 6 6 9 / 6 6
3 15 / 9 9 9 / 6 9
4 20 / 9 9 9 / 9 9

설계안
No

해석결과
최대응력
(N/mm2)

안전율
(허용응력/해석결과)

상부 하부 상부 하부
1 9.2 1.5 15.2 93.3
2 8.9 1.7 15.7 82.4
3 5.7 1.1 24.7 127.3
4 5.4 1.0 25.9 140.0

격납함의 소재  물성기 은 Table 2(항만  

어항설계기 서, 2005)과 같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container

구조해석은 범용 탄소성해석 로그램인 MSC. 

MARC를 사용하 으며, 사용된 요소(element)는 3D 

thin shell element type 139 이다.

구조해석은 격납함 상부와 하부를 분할하여 수행

하 으며, 격납함 상부는 힌지고무 연결부와 격납함 

하부 부분의 변 가 구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고, 설계 압을 면하 (face load)으로 입력하 다.

격납함 하부는 고무막체 라펫을 방 제에 고정

시는 앵커로 인하여 지면 체의 변 가 구속되

는 것으로 가정하 고, 상부 격납함  상/하부 고

무막체 자 을 하 으로 입력하 다. 해석모델  

조건은 Fig. 4와 같다. 

Fig. 4. Boundary conditions of continer FE

       model

강재두께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는 Table 3과 같

으며, 제작시 용 공정의 용이성 길이 방향에 따른 

직진도 유지를 하여 설계안 4를 용하 다.

구조해석 결과 격납함 하부를 제거하고 격납함 

상부만을 콘크리트 방 제에 매입 설치할 경우 150

톤 차량까지 통행 가능할 것으로 상되며, 이는 고

무막체 라펫이 기존 방 제 뿐만 아니라 물양장, 

호안, 신규 방 제 등 차량운행이 필요한 치에 설

치하여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Results of the structural analysis

4. 고무막체 파라펫 제작 및 현장설치 

고무막체 라펫 제작  장설치는 조립  설

치 편의를 하여 격납함부(격납함 상/하부, 상/하부 

고무막체, 힌지고무, 고정고무)와 배 부(배   공

기제어부)로 나 어 진행하 으며, Fig. 5의 로세

스를 따랐다.

 

  

Fig. 5. Installation process of DRMP
제작  시운  과정은 Fig. 6과 같으며 격납함부 

조립은 공장에서 수행하여 6시간 소요되었으며 배

부설치, 기결선, 최종 시운  등은 실해역 설치 

장에서 수행하여 3일이 소요되었다. 

설치  시운 을  통하여 막체의 개  격납

이 공기제어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 고, 설치

후 시험  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 고무막체 제작 확인  2. 격납함 상부와 
    힌지고무 연결

 3. 격납함 하부에 
    고무막체 고정

 4. 격납함 상부, 하부 연결 
    (힌지고무 체결)

 5. 1차 시운전
   (전개시 상판 높이 설정)

 6. 격납함부 현장 운반 
    (임시 거치)

 7. 격납함 하부 앙카링  8. 전기 결선

 9. 배관 및 공기제어부 설치  10. 배관 연결

 11. 전개 확인  12. 격납 확인

Fig. 6.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DRMP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해안 삼척시 덕산항에 설치한 

고무막체 라펫 제작설계  설치 수행 내역을 소

개하 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차 시운 을 통하여 고무막체의 이상유무를

   사 에 악할 수 있었으며, 격납함부를 선조

   립하여 장에 설치함으로써 설치 시간 감 

    시공편의성을 확보하 다.

(2) 격납함 제작시 수행한 구조해석을 결과를 

   근거로 고무막체 라펫을 방 제에 매입 

   시공하여도 안 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된다.

구조물 제작  설치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들이 검토되었으며, 덕산항 설치 수행 

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향후 월  피해 상 지역

에 효율 이고 경제 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작설

계  설치 로세스를 확립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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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형 케이슨의 단면수리특성검토

Section Design of Breakwaters Considering wave energy

이득수1, 신범식2, 김규한3(관동대학교)

지구표면적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원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바다를 이용한 해양에너지의개발에서는 세계적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에서 이용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조력, 파력, 온도차, 해류, 염분차등 여러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발전은 우리나라 삼면의 해안에 모두 적용시킬수 있는 발전 유형으로서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파력에너지를 이용한 기술연구는 파력자원이 풍부한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바탕으로 하여 파력발전시설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방파제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케이슨을 변형하여 파력발전이 가능하도록 고

안된 파력발전형 케이슨 방파제의 유수실 단면형상에 따른 수리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2차원 단면수리모

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파력발전 기능을 위해 방파제 하단의 커튼월을 설치하였으며, 파력발전의 효율검토 및 개선에 앞서 2

차원 단면수리모형실험을 통해 방파제 본연의 기능을 파악하였다.

실험결과,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양에너지 중 파에너지를 이용한 파력발전 구조물의 안정

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전면 커튼월의 높이에 따른 반사율 특성을 분석하였다.

향후, 본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커튼월방파제에 수차프로펠러가 설치될 경우 방파제의 안정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파랑조건에 따른 터빈의 발전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dels of wave  energy conversion system using brea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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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모형을 이용한 해수호수의 수리동역학  특성 연구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idal Lake with CEA Model

장창환1, 김효섭2, 장석환3, 임남재4, 송만규5, 이선호6

 Changhwan Jang1, Hyoseob Kim2, Sukhwan Jang3, Namjae Ihm4,  Mankyu Song5, Sunho Lee6

1. 서론

 외해 조 의 변화로 해안역과 하구역은 수  차이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리동역학  특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져 왔

으며, 재까지도 연구되고 있다. 특히 조석의 흐름과 반

폐쇄 인 하구나 해수호수의 향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한 수리학  정상흐름의 근법을 이용하여 해안 수리

학의 발 을 해 타당한 결과들이 Brown(1928)에 의

해서 제시되었으며, Keulegan(1951, 1967)은 흐름에 

하여 1차원 수심평균 천해  공식을 이론 으로 풀어냈

고, King(1974)과 Escoffier and Walton(1979)은 해수

호수의 흐름을 다양한 분석기법으로 공식화하 다.

그 후, 발 된 해석기법과 수리모형을 통한 해안역

의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는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1차원은 물론,  2차원, 3차

원  해석과 사용자편의기법(Graphic User Interface, 

GUI)을 통하여 보다 쉽게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여 

더욱 자세하고 정교한 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

재 많은 개발된 모형들을 통한 해수호수의 연

구는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결

과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

기 때문에 해수호수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하여 

최 의 모형 구축이 필요로 되어져야 한다. 조석의 

향을 받는 해수호수의 수리동역학  특성을 평가하

기 해서 장 측, 수리모형, 그리고 수치모형과 같

은 여러 근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인천 경

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1,3공구와 6,8공구에 인 한 

해수호수이며, 조석간만의 차가 큰 인천해역에 한 

조 변화에 따른 해수호수 내의 조 변화, 지체시간, 

그리고 수로의 최  유속 등이 수로 단면 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해수호수의 수리동역학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할 것이다.

Fig.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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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Schematic of idealized tidal lake

2. CEA 모형의 지배방정식

CEA(Channel Equilibrium Area) 모형은 1차원 연

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수로에서의 최

 유속과 해수호수내의 조   지체시간(phase 

lag), 조석 1주기에 하여 해수호수내로 유입되는 

해수의 용 (tidal prism)이 계산 가능하다. 그리고 

해수호수의 면 , 수로 폭, 수로 수심, 수로의 길이, 

외해 조   주기, 그리고 손실계수 등이 입력조건

으로 사용된다.

본 모형에서는 Keulegan(1967)이 제안한 다음의 

가정이 허락된다.

· 호수의 사면은 직립이다.

· 호수의 수로 이외에 다른 유입은 없다.

· 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조 는 선형 (sinusoidal)로 오르내린다.

· 호수내의 수 는 균일하게 오르내린다.

· 수로에서 성의 향은 무시한다.

수로에서 흐름에 한 1차원 운동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1)

여기서 는 수로의 평균유속, 는 수로의 수심, 

는 Darcy-Weisbach 마찰손실계수, 은 경심, 그리

고 는 력가속도이다.

Keulegan은  식에서 국부가속도를 무시하고, 수

로의 길이에 하여 분하 다. 수로를 통해 해수

호수로 유·출입되는 흐름에 한 연속방정식은 아

래와 같다.

 


                    (2)

여기서 는 수로 길이에 한 평균 단면 , 는 

해수호수의 수면 , 그리고 는 시간에 한 

해수호수의 수 변화이다.

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합성하여 

Keulegan은 해수호수의 조  변화와 수로내 유속을 

계산할 수 있도록 무차원 매개변수 를 개발하

으며, 다음의 식으로 정의된다.












  

 




          (3)

여기서 는 조석 주기, 는 외해의 반조차, 은 

유입손실계수, 는 유출손실계수, 은 수로 길이

이다.

유입손실계수인 은 일반 으로 0.005에서 0.25

의 값을 사용하는데, 자연 인 수로나 인공 이지만 

입구가 완만한 경우 0.05나 보다 은 값을 사용하

며, 인공 인 도류제(jetty)를 설치하거나 자연 이지

만 입구가 각이진 경우는 0.25를 사용하는 것이 

합하다. 유출손실계수 는 체로 1.0을 사용하는

데, 동 수두(kinetic head)가 완 히 소실되었다는 

의미이다. 만약 성의 향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1.0보다 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Fig. 2는 지배방정식들의 이해를 돕기 하여 

형 인 해수호수의 형상을 평면도와 측면도로 제시

하고 있다. 

3. 실험안과 입력자료

수로의 단면 과 해수호수의 수리동역학  특성 

변화를 비교하기 해서 3가지 실험안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호수의 수로 길이 800.0와 

수로 수심 5.0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로의 폭만 

변화를 주었다. 외해 조 는 인천기  4 분조의 합

인 약최고고조 의 반조차 4.635 , 해수호수의 면

 730,000, 은 0.25, 는 1.0, 그리고 는 

0.03을 사용하 다(Table 1 참조).



Input data (unit) Case 1 Case 2 Case 3
 () 4.635 4.635 4.635

 (
) 730,000 730,000 730,000

  ( ) 2.5 3.75 4.5
  ( ) 800.0 800.0 800.0
  ( ) 10.0 30.0 90.0

 (
) 50.0 150.0 450.0

 (dimensionless) 0.25 0.25 0.25

  (dimensionless) 1.0 1.0 1.0

 (dimensionless) 0.03 0.03 0.03
  (hrs) 12.42 12.42 12.42

Table 1. Input data for CEA model

4. 실험결과

Fig. 3은 Case 1에 한 외해 조 , 해수호수내의 

수 변화, 그리고 수로에서의 유속 분포 곡선이다. 외

해 조 의 반조차는 각 Case가 동일하게 4.635이

며, 해수호수내 수 는 최  2.8까지 상승하 다. 

외해 조 에 비하여 해수호수내 수 가 게 상승

한 이유는 수로의 단면 이 작아 외해수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해의 약최고고조 가 

3시에 발생하 지만, 해수호수의 최고 수 는 약 5

시에 발생하여 약 2시간의 지체시간이 발생하 다. 

수로 최  유속도 약 6.0까지 상승하여 외해수

의 유출입시 수로내 상당한 침식이 발생하여 창조

시 해수호수를 퇴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Case 2에 한 결과로 해수호수내 수 는 

최  4.5까지 상승하 다. 해수호수의 최고 수

는 약 4시에 발생하여 약 1시간의 지체시간이 발생

하 다. 수로 최  유속도 약 3.1로 외해수의 

유출입이 Case 1에 비해서 안정 임이 나타났다. 

Fig. 5는 Case 3의 결과로 외해 조 와 해수호수의 

조 가 지체시간 없이 동시에 상승과 하강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한 최  유속도 1.2로 선박

의 운항에도 하며, 수로내 침식과 해수호수내의 

퇴 이 가정 안정 일 것으로 평가된다.

5. 결론

CEA 모형을 이용하여 수로의 단면 에 한 해

수호수의 수리동역학  특성 변화를 평가하 다. 수

로의 단면 이 크면 해수의 유통이 원활하고, 외해 

조 와 해수호수의 수 변화가 지체시간이 거의 없

이 동시에 발생하여 해수호수의 운 에 편리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인천해역과 같이 큰 조차가 발생하

는 해역에서 반폐쇄 인 해수호수내의 수 변화를 

살펴보면 superelevation의 상을 측할 수 있다. 

만약, 해수호수 내로 우수나 하수가 방류된다면 

superelevation의 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추

후 연구를 통하여 해수호수내의 superelevation을 분

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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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cean tide, bay tide, and velocity of channel for Case 1

Fig. 4. Ocean tide, bay tide, and velocity of channel for Case 2

Fig.5. Ocean tide, bay tide, and velocity of channel for Case 3



  

 




 



  


 

  

 


 



주문진항에 설치된 반잠제식 월류제의 파랑별 월류고 분석

Analysis of Overtopping Height by Waves

on Semi-submerged Overtopping Wall Installed at Jumunjin Harbor

김효섭1, 장창환2, 유호준3, 백승원4, 송만순5

 Hyoseob Kim1, Changhwan Jang2,  Hojun Yoo3, Seungwon Baek4 and Mansoon Song5

1. 서     론

해안은 파랑과 조석의 작용으로 방대한 힘이 

미치는 곳으로서 지구상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장

소이다. 해안 및 항만공학에서의 여러 연구들 중 

해안구조물과 입사파랑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

타나는 여러 가지 해안 수리학적 특성들을 정확

하게 예측하는 문제는 항만 구조물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월파는 호안이나 방파제와 같은 해안 구

조물의 마루높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월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유표면을 해석하는데 

범용성이 높고, 복잡한 표면형상의 해석이 가능한 

VOF(Volume of Fluid)를 사용한 모형들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개발된 수치파

동수조(KMU-2DV-Surf)에 월류제를 설치할 경우 월

파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수치파동 수조는 연직 2차원 수치모형의 자

유수면 계산을 위하여 수면격자를 부분 침수격자

로 표시하는 VOF 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주문진항에 설치된 월류제와 입사파랑의 상호

작용 및 개발된 수치파동수조의 검증을 위하여 

현장을 대상으로 수치파동수조를 모의하고 단면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주문

진항에 설치되어 있는 월류제의 제원을 1/10 상사

로 단면수리모형실험 수행 후 상사율을 고려하여 

실제 현장 크기(원형)에 대한 값으로 환산하여 분

석하기로 한다.

2. 수치파동수조(KMU-2DV-Surf)

2.1 이  론
연속방정식과 3차원 운동방정식으로서 Navier‐

Stokes 방정식은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 유동을 

기술하는데 근간이 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수치

모형에서는 연속방정식과 비압축성 유체의 Navier‐
Stokes 방정식을 단순화하여 필요한 연직 2차원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여 사용하였다. 흐름장이 난류인 경

우에는 Navier-Stokes 방정식 대신 레이놀즈 운동

량 방정식을 풀어 2차원 레이놀즈 운동량 방정식

에 Boussinesq(1987) 와동점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Kim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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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m) Tp (sec)

CASE 1 0.5 4.0

CASE 2 1.0 5.0

CASE 3 1.5 6.0

                                   (3)  

여기서  는 시간평균 속도성분, 는 시간, 

는 물의 밀도, 는 시간평균 압력성분, 는 와
동점성계수(eddy viscosity)이다. 유체 입자의 유동

을 위한 외력은 저면경계 바로 위에서의 물 입자 

운동의 가속도이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난류 와동점성 계수 및 전단응력을 계산하기 위

하여 난류마감(closure)방법으로 혼합거리(mixing 

length) 마감과 2차 방정식 마감을 적용하였다.

   
 ∙ 



                                           (4)  

     

식 (4)에서   은 혼합거리이며 는 Von 
Karman 상수(=0.4), L은 기준거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모형의 지배방정식 이

류항은 후방차분법을 사용하였고 확산항은 중앙

차분법을 사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자유수면의 계

산을 위하여 수치계산 오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량의 유입을 강제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자유수

면 인근의 유속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외삽

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5)

식 (5)에서 는 수평방향속도,  는 각각  
방향의 격자점  번호이다. 

수치모형에서의 유속 및 압력의 변화에 의하여 

수면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비정상 흐름의 파랑장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자유수면의 거동은 

운동학적 경계조건과 동역학적 경계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VOF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격자의 충만도를 F라

는 함수로 표현하였다. F 는 충만격자에서 1.0 이

며, 대기에 노출된 공동격자에서는 0.0의 값을 갖

는다. 따라서 해수면 인근에 일부충만격자(partially 

full girf point)가 존재하며, 이 격자가 완전공동격

자(empty grid point) 또는 완전충만격자(full gird 

point)로 변화할 수 있게 하였다.

∆

∆



∆∆


∆

∆




                                       
                              

                                              

                                           (6)

여기서 ≤ ≤∆ 이고 ≤ ≤∆  이

다.

2.2 실험조건
본 수치모형의  축 격자 간격은 0.1 m로 하

였으며, 구조물의 높이는 5.0 m, 천단폭 2.0 m, 외

해측 월류제 경사 1:2, 그리고 수심 4.8 m로 입력

조건을 선정하여 수치모형을 수행하였다. 해양수

산부(1999)에서 조사한 주문진항 방파제 외해 기

부측에서 1년간 관측 분석한 현장의 입사파 분포

를 분석한 결과 파고는 0.4 ~ 0.6 m, 파주기는 3.5 

~ 4.5 sec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중앙값인 파고 0.5 m와 파주기 4.0 sec

를 기준으로 수치모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준 파고와 파주기에 비례적으로 Table 

1과 같이 CASE별 수치모형의 안을 선정하여 파고

별 월류형상과 월류고를 관측·계산하기로 한다.

Fig. 1. Initial condition for the model

Table 1. Wave condition

2.3 실험 결과
Table 2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중 특정 시간별

(2/4T, 4/4T) 산출된 월류 형상을 각 CASE에 대하

여 Fig. 2 ~ Fig. 4에 나타내었다.



Hm (m) Tm (sec)

CASE 1 0.05 1.26

CASE 2 0.1 1.58

CASE 3 0.15 1.89

Fig. 2. Velocity field of CASE1

Fig. 3. Velocity field of CASE2 

Fig. 4. Velocity field of CASE3 

3. 단면수리모형실험

3.1  실험조건
수리모형에 사용된 월류제는 현장에 대하여 축

척을 1/10으로 하여 Froude 상사율을 적용하였다. 

구조물의 높이 0.5m, 천단폭 0.2m, 그리고 1:2 경

사로 하였고, 강화아크릴로 제작하였다. 아크릴 

안에서는 사석을 채워 월류제가 최대한 파압의 영

향을 견딜 수 있게 안정적으로 설치하였다. 파랑조

건은 Table 3과 같이 수치파동수로 입력조건의 

1/10으로 하였다.

Table 2. Wave condition for physical mode

3.2 실험결과

Table 2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 중 수치파동수조

의 결과와 동일한 특정 시간(2/4T, 4/4T)에 산출된 

월류형상을 각 CASE에 대하여 Figs. 5 ~ 7에 제시

하였고, 최대 월류고에 대하여 관측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Maximum wave overtopping height      
       for each case

Numerical model Physical model

CASE 1 0.10 m 0.15 m

CASE 2 0.30 m 0.32 m

CASE 3 0.60 m 0.65 m

Fig. 5. Overtopping aspect of CASE1



Fig. 6. Overtopping aspect of CASE2

Fig. 7. Overtopping aspect of CASE3 

4. 비교결과

목측 및 수치상의 비교결과 Table 3 및 Fig. 2 

~ 7과 같이  수치파동수조와 단면수리모형에서의 

월류제 경사면 위의 파랑의 오르내림(fluctuation)

은 수치파동수조에 비하여 단면수리모형의 실험

결과가 약 10%높게 측정되었으나, 파랑의 월류형

상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 수리모형에서는 월류된 파랑의 수립자가 

rolling이 되면서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이 관측되

었으나, 단면수치파동수조에서는 위의 과정을 계

산할 수 없었던 단점에도 불구하고 월류 수위를 

상당히 정확하게 재현하였다.

5. 결    론

개발된 수치파동수조를 통하여 주문진 항에 설

치되어 있는 월류제의 1:2경사를 적용시켜 월파형

상을 분석한 결과 단면수리모형실험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VOF Method를 이용한 

KMU-2DV-Surf 수치모형은 경사식 월류제의 배후의 유

속장 또한 계산가능 하였다. 특히 수면형과 월류수위

는 수치파동수조가 단면수리모형실험과 유사하게 

재현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면수리모

형실험에서 파랑이 월파 되면서 공기가 유입되어 

수립자가 rolling 하는 현상은 현재 개발된 수치파

동수조에서 재현할 수 없었지만, 추후 모형에 수

치이론을 추가하여 보다 정밀한 수치모형으로 개

선 할 것이며, 차후 본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다양

한 CASE에 적용후에 최적 월류제의 경사를 도출

하여 그 결과를 해수교환방파제의 최적 월류량을 

유입시키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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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방파제 설치해역에서의 파랑장 해석

Wave field Analysis near the wave power generation breakwater 

조민국1, 신범식2, 김규한3(관동대학교)

우리나라의 파랑에너지는 전해역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해외의 다른 해역에 비해 그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아 파력발전의 효율면에서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연안산업시설 건설시 그 부수적인 요소

인 방파제와의 복합구조물로 개발되어 친환경적 해안구조물과의 복합형 파력발전장치의 개발이 수반된다

면, 발전효율성과 더불어 경제성문제도 제고됨은 물론, 녹색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공해 발전시설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력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서 전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가용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특히 

반도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도 대규모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파력 부존량 평가에 관해서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정원무 등., 2007) SWAN 모델

을 이용한 파랑에너지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류황진 등.,2004)에서는 제주해역, 동해안의 삼척 해역(하완

수 등., 2010)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시뮬레이션에서는 천해역의 

파랑특성 및 구조물 주변에서 급변하는 파랑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파력발전 기능을 겸비한 방파제 설치가 예정되어있는 삼척해역을 대상으로 장기 

파랑산출자료(해양연구원)를 이용하여 광역의 의 월평균 파랑특성인 파고, 주기, 파향 등을 경계조건으로 

제3세대 파랑 모델인 SWAN의 시뮬레이션하고, 구조물 설치 예정 위치에서는 천해역의 파랑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다방향불규칙파동방정식을 이용한 수치모델(MDWAVE)를 활용하여 파랑에너

지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 연구된 실측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파력부존량

과 비교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측파랑자료를 비교하여 파력부존량의 지역적, 계절적특성과 실측파랑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파력부존량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이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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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기법을 이용한 잠제 주변 흐름 수치모의

SPH Simulation of Flow around  a Submerged Breakwater

최두영1, 백중철2, 신문섭3

Dooyoung Choi, Jungcheol Paik and Mun Seop Sin

1. 서     론

외해에서 발생된 너울성 파랑으로 인해 연안침식

이 발생된다. 그래서 연안침식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해안구조물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해안구조물로 인

해 원활하게 해수교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연안에서 오염이 발생한다. 따라서 파랑에너지를 감

소시켜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해수교환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구조물로 잠제

가 설치되었다(이철응과 오원택, 2000). 하지만 파가 

장애물과 만나며 부서지면서 대칭이 무너짐으로 발

생된 잠제 주변의 흐름에 의해 연안에 설치된 잠제의  

배후와 개구부 단부 저면에서 세굴이 발생된다(안종

성, 2011). 따라서 실험, 수치모의를 통한 잠제주변의 

흐름(월파, 쇄파, 와 난류)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지금

까지 잠제주변의 흐름 모의에 Mingham and 

Causon(1998)의 SWE 모델과 Lin과 Liu(1998)의 

RANS 모델과 같은 오일러 격자모형(Eulerian grid 

model)을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왔다. 다

른 한편 라그랑지 입자 모형(Lagrangian particle 

model)과 같은 다른 수치모델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

다. 입자모형이 자유 수면의 수치모의에서 더 쉽게 정

밀한 수치 모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CPU time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로 실행이 어려웠다(Shao, 2006).

 컴퓨터의 고성능화로 CPU의 한계가 극복됐다. 그

로인해 입자 추적 모델을 사용한 수치 모의가 가능해

졌다. Hauashi et al. (2000)은 Koshizuka et al. (1995)

의 MPS(Moving Particle Semi-implicit) 기법을 적용

하여 수직으로 세워진 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쇄파와 

월파에 대한 수치 모의에 성공했다. 이와 같이 효과적

인 입자 추적 모델에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가 있다. SPH 기법은 자유 수면을 

갖은 흐름의 변화를 높은 정확도로 추적하는데 유능

한 Lagrangian 기법으로 동수역학, 기계공학, 천체물

리학 등 공학적 연구의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기법

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처음 1977년 

천체물리학 문제 해석에 사용되었다가 1992년부터 

유체동역학 분야에 적용되어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다(Monaghan, 1992). 해안 및 해양 분야에의 

SPH 기법의 적용 또한 오랜 기간 연구되고 있다. 하

지만 국내에서는 SPH를 활용한 연구의 부족으로 수

치모의 결과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 입증도 되지 않고 

있다. SPH의 타당성 입증은 실험결과나 수치모의 데

이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관찰결과와 비교하여 

이뤄진다.

이 연구는 안종성(2011)에서 실시된 3차원 수리모

형 실험을 기초로 한다. 3차원 수리모형 실험은 해빈

이 있는 경우에서 연속적인 규칙 파와 불규칙 파를 발

생시켜 파고와 주기에 따라 입사파의 잠제 배후에서

의 전달률과 잠제 주변에서의 유속을 측정하여 흐름

특성을 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군산대학교의 실험수

로를 Blender를 이용해 모델링한 후, SPH 모델과 구

축된 지형을 연결하여 잠제 부근의 흐름(월파, 쇄파 

등)을 모의 한다. 그리고 모의결과를 군산대학교의 

수리모형 실험결과(파고 또는 수위)와 비교하여 SPH 

기법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SPH 기법

적분 보간자(Integral interpolant)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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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 기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 식에 의해  함수 
의 근삿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 ′ ′ (1)

여기서, h는 완화길이(smoothing length)이고, 

 ′는 가중함수(weighting function) 또는 

kernel이라 불린다. SPH 모델의 실행은 전적으로 가

중함수(kernel)에 좌우된다. 그리고 Kernel은 완화길

이에 의존한다. 

이 연구에서 kernel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2)

여기서, q = r / h이고 그 범위는 ≤ ≤  이다. 

그리고  r 은 입자 a 와 b 사이의 거리가 된다. 변수 h 

는 종종 영향범위 또는 완화영역(smoothing 

domain) 이라 불린다. 그리고 입자 a의 영역 크기를 

제어한다.

2.1 지배방정식
SPH 모델에서 지배방정식은 Lagrangian형식으로 

표현된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다.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운

동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는 확산 항으로 적용된다.

SPH 모델에서 확산 항을 고려한 운동량 방정식은 

점성 처리 기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이 연구에서

는 잠제 주변에서 발생되는 층류와 모든 난류를 고려

하기 위해  층류점성(laminar viscosity)과 SPS 

(Sub-Particle Scale) 난류 모델을 적용한다. 난류를 모

델링하기 위한 SPS 모델은 처음 Gotoh et al. (2001)에 

의해 MPS모델에서 난류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제

시됐다(Shao, 2006). 여기서 SPS 모델의 개념은 LES

모델의 Sub-Grid Scale(SGS)의 개념과 같다.

Laminar viscosity + SPS 모델에 의해 식 (3)은 다

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4)

여기서, 는 층류의 동점성 계수(10-6 m2/s)이고, 

는 SPS 응력텐서이다. 
유체밀도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연속방정식을 

사용한다. 









 
∇  (5)

Monaghan(1992)에 의해 질량 항의 가중 합산이 유

체 입자의 접점 부근에서 인위적인 밀도 감소를 야기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밀도 변화 계산에 가중

합산을 사용하는 대신에 식 (5)으로 계산한다.

2.2  상태 방정식과 에너지 방정식
SPH 모델에서는 유체를 약압축성(weekly 

compressible) 으로 가정한다. 이것은 상태 방정식을 

통한 유체 압력의 계산을 가능하도록 한다. 상태 방정

식은 Poisson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계산된다. 하지만 유체의 압축성은 음속으로 조절된

다. Monaghan and Kos (1999)에 따라 압력과 밀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추정된다.

  




 


 



 (6)

여기서, 는 7 이고   
  , =1000kg/m3 

이다. 그리고       는 주어진 
밀도에서의 음속이다.

각 입자와 연관이 있는 열에너지는 Monaghan 

(1994)에 의해 주어진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7)

여기서  는 점성 항을 나타낸다.

2.3 경계 조건
이 연구에서 적용한 경계 조건은 Crespo et 

al.(2007), Dalrymple & Knio(2000)이 제시한 

Dynamic Boundary 조건이다. 이 기법은 경계 입자

가 유체 입자와 같은 방정식(운동량 방정식, 연속 방

정식, 상태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만족하게끔 한

다. 하지만 유체 입자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경계 

입자는 고정되어있거나 외부에서 주어진 기능(gate 

또는 wavemaker)에 따라 움직인다. 이 경계 조건에

서 유체가 경계로 접근할 때 연속방정식(3)에 따라 경



Fig 1. Blender를 사용해서 생성한 조파실험 수로 모형(위: 평면도, 아래: 측면도) 

계 입자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 결과로 상태방정식(4)

에 따라 압력이 증가한다. 그러고 나서 운동량방정식

의 압력 항()때문에 유체 입자에 가하는 힘은 증

가한다. 그리고 경계 입자와 유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2h보다 더 짧아질 때 접근한 유체 입자에 가해지는 

힘과 밀도, 압력은 반발 메커니즘의 발생으로 증가된

다.

3. SPH 모델 적용

SPH 모델의 적용은 처음 Blender를 이용하여 지형

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SPH 모

델과 모델링된 지형을 연결하고 조파장치의 움직임

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한다. 여기서 지형과 조파장

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안종성(2011)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수치 모의 결과와 수리모형 실험 결과를 

비교한다.

3.1 Blender
Blender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3D 모델의 생성을 위해 사용된다. 3D 모델은 CAD 

파일을 불러오거나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으로 복잡한 지형이 쉽고 정밀하게 생성된다. 그리

고 생성된 지형을 SPH와 결합하여 프로그램의 실행

이 가능하다.(Mayrhofer A., 2010) Blender와 SPH 모

델을 결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3D 모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내거나 

    Blender에서 생성한다.

2) Blender에서 3D 격자를 생성한다.

3) 격자에 색 코드로 경계 조건을 정의한다.

4) 완성된 지형을 SPH 형식으로 저장한다.

여기서, 경계조건을 정의하는 색 코드는 다음과 같다.

∙ Fixed boundary particles: (Red: 1, Green: 0, 

    Blue:0, Alpha: 1)

∙ Moving boundary particles: (R: [0,1[, G: 0, B: 0, 

    A: 1)

∙ Floating Object: (R: 0, G:]0,1[, B: 1, A; 1)

∙ Fluid: (R: 0, G: 0, B: 1, A: 1)

∙ Periodic Boundaries: (R: 0, G: ]0,1], B: 0, A: 0.5)

다음 Fig. 1은 Blender를 사용하여 생성한 실험 수

로 모형이다.

3.2 수리 실험 소개
군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은 해빈이 

있을 때, 연안에 설치된 잠제 주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실험은 연안을 향하는 입사파의 유

속과 파고를 측정하여 잠제 배후에서의 유속과 파고

와 비교했다. 각 위치의 파고를 측정하여 설치된 잠제

에 접근한 파의 파고 전달률을 구하여 잠제에서의 파

의 운동에너지 감소를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각 위치에서 유속을 측정하여 잠제 주변의 해수의 흐

름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서술했다.

 파고 전달률은 다음의 식과 같다.

   (8)

여기서, HT는 전달파고, HI는 입사파고이다. 

수리모형 실험 결과는 입사파고와 파의 주기에 따

라 전달률이 소폭 변화하고, 입사파고 보다는 파의 주

기가 전달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 전달률은  47~50%이다. 유속은 해빈과 잠제 배

후에서 입사파의 유속보다 더 빠르다. 따라서 잠제 배

후에서 난류 흐름이 발생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

고 주기가 클수록 잠제의 전면과 배후에서 유속 비가 

작아진다. 파의 주기가 2.5sec 일 때, 유속의 비는 평

균적으로 28%이다.



Fig 2.  수치모의 결과의 시각화(위: 평면도, 아래: 측면도, 주기=2.5s) 

3.3 SPH 적용

SPH와 Blender로 생성한 모형과의 결합을 위해서 

Blender에서 모형을 SPH형식으로 전환 한다. 그리고 

이동경계의 움직임과 프로그램 실행에 관한 값들을 

입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경계(즉, 이 연구에서

는 조파 장치)의 운동 형태를 안종성(2011)에서와 같

이 Piston 형태로 설정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의 

특성은 규칙 파로  출력된다.

Blender에서는 오직 유체의 정의는 자유 수면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SPH에서는 체움알고지즘(filling 

algorithm)에 의해 유체를 출력한다. 이 알고리즘은 

처음 사용자가 종자점(seed point의) 위치를 지정한

다. 다음으로 위치를 잡은 종자점가 위쪽으로 이동하

여 Blender에서 설정된 유체경계 또는 고정경계 바로 

아래에 유체 입자를 채운다. 다음으로 좌측과 우측으

로 이동하며 바닥면까지 유체 입자를 채운다. 종자점

은 2개 이상 생성이 가능하다(Myrhofer, 2010). 그림 

2는 계산 결과의 일례를 보여준다.

4. 요약

이 연구에서는 군산대학교의 3차원 수리모형 

실험에서 재현된 잠재주변의 흐름을 SPH 기법을 

적용하여 수치 모의하였다. 수치 모의를 위해서 

고체 경제면에 대해서는 고정 경계조건, 조파장치

에 대해서는 이동경계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SPH 

모델과 연결하여 이동경계면으로 표현된 조파장

치의 동작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여 잠제 주위 흐

름 즉, 월파, 쇄파 등을 모의한다. 모의결과를 군

산대학교의 수리실험 자료와(입사파고의 전달률, 

유속)와 비교한 결과 SPH 기법은 적정 입자를 이

용하고 고체 경계면 특히 조파장치의 경계조건을 

주의 깊게 처리한다면 수리실험 결과를 양호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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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생활이 윤택해지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바다

를 활용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바다를 

활용한 어업  해상 포츠 등 해상 련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운 경 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 없는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다

다. 이러한 으로부터 보호받기 한 해안구조물

로는 이안제가 있지만 정수면 로 돌출된 형태로 자연

경 을 해쳐서 잠제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잠제란 방 제의 천단이 정수면보다 아래에 설치되

는 것으로 자연경 을 해치지 않고 천단상을 통하여 해

수교환이 원활하며 랑에 지의 감소로 인한 배후의 

수면을 정온화 시켜  뿐만 아니라 해안구조물 보호가 

가능한 표 인 친환경 해안·항만구조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잠제의 설치로 인해서 배후에서 침식이 

일어나거나, 개구부에서 세굴이 발생함으로써 잠제의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치며 붕괴까지 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제의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침식  세굴

에 한 과거연구로는 허동수 등(2008)이 잠제 주변의 

세굴에 하여 DEM을 용하여 수치모형실험을 수행

하 고 Lee and Mizutani(2008)는 불투과 직립 잠제의 

세굴발생에 한 2차원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최근들어 3차원 으로는 Zhao and Zang(2010)이 직립 

원형 잠제 주변의 국부세굴에 하여 수치  수리모형

실험을 수행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잠제 주변

의 세굴에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불투과  

투과성 잠제 개구부 주변의 세굴에 한 3차원 인 연

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동장에 한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와 표사모델을 결

합한 연성해석 기법을 제안한 후, 이에 한 타당성을 검

증한다. 그 후, 제안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투과성잠제 

설치 이후 세굴로 인해 많은 문제 이 발생하는 개구부에

서의 세굴의 특성에 해 알아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수치해석기법

2.1 기초방정식(LES-WASS-3D)

본 연구에서는 잠제와 랑의 상호간섭에 의한 개구

부 세굴에 해 직  해석할 수 있는 3차원 수치해석기

법(LES-WASS-3D; 허동수와 이우동, 2007)을 이용하

다. LES-WASS-3D는 기존의 3차원 수치해석수법(Hur 

and Mizutani, 2003; Hur, 2004)을 토 로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도입한 수치해석기법(허동수 등, 

2006)에 투과성구조물 내의 유체 항으로서 성 항, 

난류 항  층류 항을 도입하여 새로운 3차원 수치

해석기법이다. 한 계산격자의 크기보다 작은 난류에 

해서도 악이 가능한 SGS모델을 이용한 LES(Large 

Eddy Simulation)기법을 도입하 고 표사이동에 의한 

지반의 변화를 계산하기 해 Watanabe, A(1986)가 제

안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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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basin

Table 1. Test conditions
CASE h(㎝) (㎝) (sec) Wave Type

1 30.0 10.0 1.0 Regular

2 30.0 10.0 1.5 Regular

(a) CASE 1

(a) CASE 2

Fig. 2.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calaulated sc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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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지반고이며  ,는 x  y방향의 공극
을 포함한 국소 인 표사량을 나타낸다. 는 공극률,
는 표사량, 는 면의 유속변화량을 과 는 
최 단응력과 이동한계 단응력을 나타낸다. 는 

면마찰계수, 는 수평유속의 분포, 은 물입자 궤
도진폭, 는 Nikuradse의 조도길이를 나타낸다.

2.2 LES-WASS-3D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LES-WASS-3D의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Fig. 1과 같은 勝井ら(1992)의 수리모형실

험수조에 근거한 3차원 수치 동수조를 이용하 다. 

수조의 좌측으로는 조 소스를 두었고 양측 끝으로는 

무반사조 를 한 부가감쇠 역을 두었다. 한 바닥

에는 수리모형실험과 동일한 평균입경( ) 0.15 mm

인 모래를 15 ㎝로 구성하 고 여기에 1기의 사각기둥

을 설치하 으며, Table 1의 제원을 이용한 본 연구의 

계산결과와 실험치를 정성 으로 비교하 다.

Fig. 2와 같이 실험치의 결과와 수치해석기법의 결과

를 정성 으로 검증을 실시하 지만, 본 연구의 계산결

과와 勝井秀博 et al.(1992)의 수리모형실험 결과 사이

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반사조 가 가능한 수치모델(LES-WASS-3D)과 다

르게 수리실험은 조 기의 반사에 한 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수리모형실험은 2시간동안 진행된 결과인 

것에 반해, 수치모델은 3차원으로 수행됨에 따라 시간

상 문제로 기이동에 한 것으로만 검토를 수행하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산시

간의 문제는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정량 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3 수치파동수조 및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는 입사  조건과 잠제의 제원, 지반 모



Fig. 3. Definition sketch of numerical wave basin

(a) CASE1(Sand density= 3.0)

(b) CASE2(Sand density= 2.4)

(c) CASE3(Sand density= 2.0)

Fig. 4. Scour distribution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30sec)

Table 2. 

CASE (㎝) (sec) (㎝) 
Sand 

density
1 8.0 1.5 2.0 0.500 3.0

2 8.0 1.5 2.0 0.500 2.4

3 8.0 1.5 2.0 0.500 2.0

4 8.0 1.5 2.0 0.381 2.0

5 10.0 1.5 2.0 0.381 3.0

6 10.0 1.5 2.0 0.381 2.4

7 10.0 1.5 2.0 0.381 2.0

8 10.0 1.5 1.0 0.381 2.4

9 10.0 1.5 1.0 0.381 2.0

래의 도변화에 따른 투과성 잠제 개구부 주변의 세굴

에 하여 논하기 하여 Fig. 3과 같은 3차원 수치 동

수조를 구성하 다. 의 재반사를 방지하기 하여 양

끝에 부가감쇠 역을 설치하 으며, 2기의 투과성 잠

제를 설치하 다. 이용된 수치해석조건에 한 상세한 

사항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고(), 천단고(), 개

구율()  지반의 모래 도의 변화에 따라 개구부 

주변의 세굴의 변화에 해 고찰하 다. 

3. 수치해석결과
   
  지반의 모래 도의 변화에 따른 잠제 개구부의 3차
원  세굴특성을 악하기 하여 Fig. 3과 같은 3차

원 수치 동수조를 이용하 다. 입사 조건(=8.0

㎝, =1.5sec)과 천단고(=2㎝), 개구율(=0.500)

을 고정시키고 모래 도(Sand density=2.0, 2.4, 3.0)를 

변화시켜 가며 잠제 개구부 주변의 세굴특성에 하

여 고찰하 다. Fig. 4(a)의 모래 도가 큰 CASE1로부

터 지반의 움직임이 아주 미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4(c)를 통해서 모래의 도가 작아질수록 지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잠제

의 면부 질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잠제의 천단수심을 고정하고 입사 고를 변

화시켜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a)와 (b)는 

각각 CASE4와 CASE7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으로부터 상 고(천단수심에 한 입사 고의 비)

가 클수록 잠제 면과 개구부에서 표사이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입사 조건(=8.0㎝, 

=1.5sec)과 모래 도(Sand density=2.0), 천단고(
=2㎝)를 고정하고 개구율(=0.500, 0.381)의 변



(a) CASE4(= 8.0㎝)

(b) CASE7(= 10.0㎝)

Fig. 5. Scour distribution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30sec)

(a) CASE3(= 0.500)

(b) CASE4(= 0.381)

Fig. 6. Scour distribution around  Permeable 

Submerged Breakwaters(30sec)

화에 따른 세굴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두 종류의 개구

율만을 상으로 한 비교이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세한 차이지만 개구율이 클수록 

지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이스의 개구율에 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투과성 잠제의 개구부의 국부세굴에 

한 특성에 하여 알아보기 하여 파동장에 대한 
수치파동수조 LES-WASS-3D(허동수와 이우동, 
2007)와 표사모델을 결합한 연성해석 기법을 새
롭게 제안한 후, 검토를 수행하였다. 계산시간상

의 문제로 인하여 정량 인 검토는 정확히 이루어 않

았지만, 잠제 제원, 입사 의 조건  모래 도 등에 

의한 잠제 면  개구부 주변에서의 세굴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계산기의 발달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성해석기법과 실험치와의 정량 인 비교검

증이 수행된다면  구조물 주변의 세굴  표사문제의 

해결을 한 기 인 도구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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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locking breakwater system for Young-Il Bay in Pohang.

랑하 에 한 인터락킹 방 제 동  해석모델

Dynamic Analysis Model of Interlocking Breakwater Systems 

for Wave Loadings 

박우선1, 박성 2,  장세철3

 Woo-Sun Park1, Sung-Hyun Park2, and  Se-Chul Jang3

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 의 발생 등으로 인한 설계

외력 증가로 방 제의 안정성에 한 심이 속히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미야기  앞바다에서 발

생한 토호쿠 지진 쯔나미에 의한 방 제 피해 발생으로 

이상 상에 한 보다 극 인 재해 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 하기라도 하듯이 보다 안

한 방 제, 즉, 설계  조건 이상의 랑에 해서도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제에 한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2009년 포항 일만에 기존의 독립된 이슨으

로 구성한 방 제와는 달리 인  이슨이 서로 물려있

는 소  인터락킹 방 제를 제안된 바 있으며( 산업

개발, 2009), 2010년에는 감천항 제제 안으로 제안

되었으며(GS건설, 2010), 2011년에는 포항 일만 남방

제에 한 방 제 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Fig. 1, 

산업개발, 2011).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인터락

킹 방 제에 수평 력에 한 항특성을 이론 으로 

살펴보기 하여 동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

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 다. 

2. 해석모델

2.1 기본가정
랑에 한 인터락킹 방 제의 기본 인 응답특성

을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①  이슨은 미소 진폭의 강체운동을 한다.

 ② 사석마운를 포함한 지반은 Elastic Half Space 이

론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③ 인 이슨간 인터락킹 효과는 방 제 법선방향

의 선형 스 링으로 가정한다.

④ 방 제는 무한 방 제로 가정한다.

⑤ 방 제에 입사하는 는 선형 로 가정한다.

⑥ 랑에 의한 동압력은 방 제 면에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2 해석모델

1 발표자: 한국해양연구원 / 부장/책임연구원 / wspark@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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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해양연구원 / 기술원 / scja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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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finition sketch for modeling of an interlocking breakwater system.

상기의 가정을 하고, Fig. 2와 같이 인터락킹 이슨 

방 제를 단순화하면,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1)

여기서,   은 이슨의 질량, 지반의 부가질량, 

유체의 부가질량을 포함하는 질량행렬;  는 이슨 

구조감쇠, 지반의 감쇠, 유체의 랑감쇠를 포함하는 

감쇠행렬;  는 지반의 강성, 인 이슨간의 인터

락킹을 모델화한 스 링 강성, 부력 변화에 의한 강성

을  포함하는 강성행렬; 는 입사 에 의한 력벡

터;  는 이슨 면 바닥면 앙부를 기
으로하는 이슨의 강체운동 가속도, 속도, 변  벡터

를 나타낸다. 

각 이슨별 지반에 련된 질량, 감쇠  강성 행렬

의 각 요소는 Elastic Half Space  이론에 기 하여 제시

된 Table 1과 Table 2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Newmak 

and Rosenblueth, 1971).

 이슨 움직임에 의한 부력변화에 기인한 복원력을 

나타내는 강성행렬은 부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

으며(박우선과 안희도, 1995), 이슨의 수평  회  

운동에 의한 부가질량과 랑감쇠 행렬은 선형회 이

론으로부터 구하 다(박우선 등, 1991)

이슨에 작용하는 력은 유공방 제에 사각으로 

입사하는 불규칙 에 한 해석해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김범형, 1998).

본 모델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주 수 역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식 (1)은 주 수 역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되며,

        (2)

여기서, 는 입사 의 각주 수; 는 이슨 거

동의 복소진폭; 는 력의 복소진폭을 나타낸다.
상기 식 (2)의 운동방정식을 풀면, 이슨 하부 지반

으로 직  달되는 하 과 인 이슨으로 달되는 

하 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락킹 방 제

의 수평 력에 한 항 메카니즘을 알알 볼 수 있다. 

결론

랑하 을 받는 인터락킹 방 제의 동 특성을 모

의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구축하 다.

구축된 모델은 이슨 운동은 미소진폭의 강체운동

하는 것으로 모형화하 으며, 사석마운드를 포함한 지

반은 Elastic Half Space 이론에 기 하여 지반스 링, 

감쇠장치  부가질량으로 단순화하 고, 인  이슨

간의 인터락킹 효과는 스 링을 모형화하 다. 한 부

력변화의 향은 스 링으로, 이슨 움직임에 의한 유

체의 부가질량  랑감쇠는 선형 회 이론으로부터 

산정하 다. 이슨에 작용하는 력은 선형  이론에 

기 하여 산정한 동수압을 이슨 면에 해 분함

을써 결정하 다. 한 이슨 바닥에 작용하는 력은 

삼각형 분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 다.

향후수리모형실험과 구조실험의 결과와의 상호 비

교를 통하여 모델의 타당성과 용 범 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Degree of freedom Height of soil prism Dashpot constant Stiffness*

Vertical 0.27 5,42   
 

Horizontal 0.27 41.1    
 

Rocking** 0.35 0.97     
 

Torsion 0.27 3.76      
 

* Coefficients  ,  , and   tabulated in subsequent columns.
** Take moments of inertia with respect to axis soil-foundation interface.

Table 1 Stiffnesses, virtual masses, and dashpot constants

Aspect 
ratio




*

              

1.0 1.06 1.00 0.938 0.868 0.792 0.704 1.984

1.5 1.07 1.01 0.942 0.864 0.770 0.692 2.254

2.0 1.09 1.02 0.945 0.870 0.784 0.686 2.510

3.0 1.13 1.05 0.975 0.906 0.806 0.700 2.955

5.0 1.22 1.15 1.050 0.950 0.850 0.732 3.700

10.0 1.41 1.25 1.160 1.040 0.940 0.940 4.981

* Rocking parallel to long side.

Table 2 Coefficients,  ,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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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지형석(전남대학교), 김명원(㈜지오시스템리서치), 
정정호(㈜E&C기술연구소)

순천만 습지의 유동 및 지형변화 특성
김종규, 신기홍, 김정현(전남대학교), 임관창(국립해양조사원)

퇴적물 내 납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미량금속 오염 기원 연구
나공태, 김경태(한국해양연구원), 원은지, 신경훈(한양대학교)

좌장 : 김경태(한국해양연구원)

장수만의 생물해양환경 특성 1.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계절변동 및
출현 특성

윤양호(전남대학교), 박종식(㈜아쿠아텍), 김승현, 강인석(전남대학교)

시화호와 주변해역에서 채집한 어류 및 이매패류 내 중금속 함량 연구
나공태, 김경태, 이정무, 방재현, 윤민상, 김은수(한국해양연구원)

득량만 유역 하천 오염 부하량 월별 변동
정희석, 김동우김지성, 조근옥, 조현서(전남대학교)

바지락 이식실험을 통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환경 향평가: 
바지락 체내 미량금속 축적도 연구

나공태, 김경태, 방재현, 이정무, 김은수, 조성록(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윤한삼(부경대학교)

시화호 퇴적물 주상시료를 이용한 미량금속 오염 역사 및 오염도 평가
나공태, 이정무, 김경태, 방재현, 김은수(한국해양연구원)

Longshore Bar 발달과 다대포 주변 해안선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박정현, 윤한삼, 제 준(부경대학교)

진우도 전면 해빈 식생대선의 시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제 준, 윤한삼, 박정현(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에서 mesocosm 연구의 활용
양재삼,정용훈,송수진(군산대학교)

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의한 환경변화; mesocosm 연구
정용훈, 양재삼, 송수진(군산대학교)

좌장 : 이인철(부경대학교)

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유기오염저질의 인 용출 억제
김경회, 山本民治, 原田啓太(히로시마대학), 이인철(부경대학교)

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유기오염 저질개선
류성훈, 이인철(부경대학교), 김경회, 
日比野忠史(히로시마대학),     藤直(Energia Eco Materia)

제주시 탑동 호안 월파 피해 모형실험
고혁준, 김정록, 조일형(제주대학교)

저온 해수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및 담수화 사이클 기초해석
이호생, 이승원, 정동호, 문덕수, 김현주(한국해양연구원)

대형 컨테이너선 연돌 주위의 열 유동 시뮬레이션
정노택(울산대학교), 최대건(현대중공업)

좌장 : 김기범(경상대학교)

Factors Affecting Concentr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of
Petroleum Hydrocarbons in Water Accommodated Fractions (WAF)
of Iranian Heavy Crude Oil

주창규, 하성용, 임운혁(한국해양연구원), 김기범(경상대학교), 
심원준(한국해양연구원)

유처리제 사전 현장용 테스트도구 활용의 이해
김 환, 신 수, 김인구, 정경은, 이선종(해양경찰청)

해양배출 금지 대상 폐기물에 대한 감축 실태
최현규, 신춘식, 도재만, 김경도, 이득근(태안해양경찰서), 
정연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 표광모(해양경찰청)

항만국검사(PSC)대비 기름기록부의 관리에 대한 실무
권기생(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시간 해수면온도(SST)자료 생산 시스템 및 다종위성 융합 연구 소개
오은경, 양찬수(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이두곤(한국교원대학교)

해양침적쓰레기 집 향요소 분석 및 평가에 관한연구
이승현, 이문진, 김홍태, 김선동(한국해양연구원), 서재준(한밭대학교)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김창원, 안승환, 이권욱, 김준현, 엄상필(㈜한국해양기술)

해양쓰레기 피해 사례분석을 통한 피해 유형 및 원인 분석
오정환, 노현정, 김선동, 강성길, 강원수(한국해양연구원)

해양쓰레기 대응 국제동향과‘호놀룰루 전략’
이종명, 홍선욱, 박부경(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해무 탐지 선행연구 조사 및 천리안위성 활용 방안 연구
이동식, 양찬수, 안재현, 송정환, 박 제(한국해양연구원), 
정성래, 이희훈(기상청)

제1발표장[1층 109호], 15:10-16:40 
A6 : 해양오염Ⅱ

제1발표장[1층 109호], 13:30-15:00 
A5 : 해양오염Ⅰ

제1발표장[1층 109호] 10:00-11:30 
A4 : 해양환경공학

구두발표 : 6월 3일(금)

제1발표장[1층 109호], 15:10-16:40 
A3 : 해양환경Ⅲ

제1발표장[1층 109호], 13:30-15:00 
A2 : 해양환경Ⅱ

제1발표장[1층 109호], 10:30-12:00 
A1 : 해양환경Ⅰ

구두발표 : 6월 2일(목)



좌장 :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분산분석을 이용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 평가
남정호, 장원근, 이윤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갯벌생태관광 지표 개발 연구
장정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제도
남정호,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수욕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홍장원,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해역의 권역별 에머지 가치 평가
강대석(부경대학교)

좌장 : 강대석(부경대학교) 

연안 어메니티(coastal amenity) 증진을 위한 공공 디자인 적용방안 연구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통합관리 방향
남정호, 최희정, 정명국, 정지호, 육근형,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국((사)한국연안협회)

연안재해 적응형 거버넌스 구축과 해양과학의 역할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 진술선호 분석을 통한 고래관광의 가치 추정
신철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식지 보호 조치를 통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 방안
육근형, 손규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 장원근(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해양바이오정책의 개선방향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추진방안
이구성,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IMO의 GHG 선박배출규제 동향
정노택(울산대학교)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상 해양분야 쟁점과 정책적 함의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장: 김문찬(부산대학교) 

풍황분석에 의한 해상풍력발전단지 타당성 분석
정문선, 조규판,  문채주(목포대학교), 양창조(목포해양대학교)

조류자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양창조, 황안둥(목포해양대학교), 문채주(목포대학교), 
이 호(한국해양대학교)

예인수조를 이용한 조류발전 터빈의 동력 계측 및 비교 연구
도인록, 김문찬, 이승기(부산대학교),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날개 요소 운동량 이론 방법을 이용한 조류발전터빈 성능해석
김동환(서울대학교), 이주현(삼성중공업), 박세완, 이신형(서울대학교)

조류발전용 터빈 통합설계용 표준화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최다혜, 한준선,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김문찬(부산대학교), 
이신형(서울대학교), 송무석(홍익대학교)

CFD를 이용한 수평축 조류발전 후류 특성분석
조철희, 이강희, 이준호, 노유호(인하대학교)

좌장: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단일 부체의 수직운동을 이용한 파 에너지 추출
조일형, 고혁준(제주대학교)

압전하베스팅을 이용한 수력에너지 회수기술
김세빈, 송준후, 장형관, 양찬호, 우민식, 아시프아완, 성태현(한양대학교)

AWS형 파력발전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latching 제어 연구
성화창, 박진배(연세대학교)

파력발전 터빈블레이드 316L의 부방식 방안
최병학, 이 진, 정효태(강릉원주대학교), 김상호,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계획
신승호, 박지용, 김상호,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좌장 :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에너지분야 국제표준화 최근동향 및 전망
김만응(한국선급)

국내의 해수온도차발전(OTEC) 요소기술 개발 현황
김유택, 차상원, 모장오, 임태우, 오철, 이 호(한국해양대학교)

유체 구조 연성 기법을 사용한 2차원 실린더의 운동 및 주위 유동 해석
이희범, 이신형(서울대학교)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의 진자 및 수실계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박지용, 신승호, 조아라, 최성권,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해양에너지기술연구회 발전방안 토론
현범수(한국해양대학교)

제2발표장[1층 110호], 15:10-16:40 
B6 : 해양에너지기술연구회특별세션Ⅱ

제2발표장[1층 110호], 13:30-15:00
B5 : 해양에너지기술연구회특별세션Ⅰ

제2발표장[1층 110호], 10:00-11:30
B4 : 조류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특별세션

구두발표 : 6월 3일(금)

제2발표장[1층 110호] 15:10-16:40
B3 : 해양환경연안관리 정책Ⅲ

제2발표장[1층 110호], 13:30-15:00
B2 : 해양환경연안관리 정책Ⅱ

제2발표장[1층 110호], 10:30-12:00 
B1 : 해양환경 연안관리 정책Ⅰ

구두발표 : 6월 2일(목)



P01 연안지역 기후변화 향 및 적응정책 수립방향 연구
이숙희, 송종석, 박주현(해양환경관리공단), 

정소민(캔사스주립대), 최충익(강원대학교)

P02 목포 연안 해역에서 방오제의 분포 특성
김수민(목포해양대학교), 공충식(아름다운환경건설㈜), 

한상국(목포해양대학교)

P03 한국 남동해역의 해양환경과 크기별 엽록소 a량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안 규, 박종식(㈜아쿠아텍), 김승현, 윤양호(전남대학교)

P04 기후변화 적응인증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송종석, 이숙희, 박주현(해양환경관리공단), 황진환(동국대학교)

P05 해상유출유 경시변화에 따른 감식·분석 기법연구
김만중, 김태범, 박남준(동해지방해양경찰청)

P06 저층배수 발전소의 온배수 거동특성
전인성, 임주환, 강연식(한전전력연구원)

P07 온배수 확산범위 산정을 위한 기준수온 결정방법
전인성, 임주환, 강연식(한전전력연구원)

P08 필리핀 기마라스 연안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
이구성, 최희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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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안역의 물리해양학  특성 

이문옥, 김병국, 박일흠

Physical Oceanographic Charateristics of Ulsan Coastal Waters

M.O. Lee, B.K. Kim, I.H. Par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울산만을 심으로 한 주변 연안역의 물리환경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09년부

터 2010년까지 4계 에 걸쳐 7개 정 에서 수온  염분을 측하 고, 한 동계  하계에 조석

과 조류 측을 각각 실시하 다. 울산만 부근에서의 수온  염분분포는 특히 표층에서 태화강과 

울산화력 등으로부터 유출되는 육수의 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주변 연안

역의 표층 수온은 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 에서 거의 유사한 연변화를 보이는 반면, 층 수온

은 정 에 따라 한 차이를 보 다. 표층 염분은 2월에는  정 에서 거의 유사하 으나, 타 

계 에는 정 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표층에 비해 층에서 더욱 하 다. 

조석의 각 분조의 진폭과 지각은 체로 하계보다 동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조 와 평

균해면의 경우도 동계가 하계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조차도 동계에 더 컸다. 하계  동계 모두 창

조류  낙조류의 주방향은 각각 남서  북동이지만, 하계에는 낙조류가 창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반면, 동계에는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 다. 

ABSTRACT

In order to grasp physical oceanographic characteristics of Ulsan coastal waters including Ulsan 

Bay, a comprehensive field observation in relation to the physical environment has been 

conducted from August 2009 to May 2010.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suggested a strong influence of effluents from land such as Taehwa River and Ulsan Thermal 

Power Plant particularly at the sea surface. Surface water temperature near Ulsan coastal 

waters showed almost similar yearly variations in all the stations except for February while 

bottom water temperatu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stations. Surface 

salinity was nearly equal in all the stations in February while it appeared to be quite different 

from station to station in the other seasons, and even more remarkable at the bottom layer. 

The amplitude and phase lag of partial tides tended to increase in winter, and tidal level, mean 

sea level and tidal range also became higher and larger in winter compared to summer. The 

major direction of flood and ebb currents was southwest and northeast in both the summer and 

winter. However, the ebb currents prevailed in summer while flood currents prevailed in winter. 

Keywords : Ulsan Coastal Waters(울산연안역), Water Temperature(수온), Salinity(염분),  

Tidea(조석), Tidal Currents(조류), Topographical Effect(지형효과)

1. 서 론 

   울산만은 태화강 어귀의 뻔득말과 방어진 반도 최남단의 화암추(花巖湫) 사이에 있는 만으로서, 하구에는 

태화강을 비롯한 동천, 외황강 등 하천수에 의해 운반된 유송토사가 만든 충 평야와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는 곳이다. 한, 만의 안쪽에는 울산항이, 만의 어귀에는 장생포항과 방어진항이 각각 치하고 있다. 특

히, 방어진 부근에서는 수심변화가 격하여 순환류가 형성되는 등 지형 요인과 태화강 등으로부터의 담수 

유입으로 인해 울산만 부근에서는 다소 복잡한 해수 유동이 찰된다(이 등[2004]). 뿐만 아니라 울산만을 포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함한 울산 연안역은 울산화력이나 온산공단 등 각종 산업단지로부터 육수가 유입하고 있고, 동한 난류와 리

만 한류 등 해류가 통과하는 길목에 치하고 있어서 이들이 해수유동구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 한 

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만을 심으로 한 울산 연안역에 있어서의 해양물리  

환경 특성을 악하기 해 4계 을 통한 수온·염분 측과 측류를 실시하 고, 한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정

보센터의 연안정지 측자료를 입수하여 수온･염분 분포  조석･조류의 특성을 악하 다. 

2. 자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 울산만 입구 부근에서의 물리환경  특성에 주목하여 조기인 2009년 8월 20일과 

11월 7일,  2010년 1월 15일과 5월 14일 등 4회에 걸쳐,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개 정  (1∼7)에서 

CTD (model명: JP/Comapct 600K, Valeport Co., UK)에 의한 수온･염분 측을 실시하 고, 정  T1  C1

에서 TGR-2050 (Tide Recorder RBR, Canada)  ADCP (RD Instrument, 600Hz, USA)를 사용하여 하계 

(2009. 8. 14∼9. 12)  동계 (2010. 1. 15∼2. 19)의 2회에 걸쳐 조석  조류 측을 각각 실시하 다. ADCP

는 해당 수층을 1m 간격으로 측류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어로활동  선박항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해 

TRBM (Trawl Resistance Bottom Mount)을 사용하여 해 에 설치되었다. 

                  

Fig. 1. Study area and oceangraphic stations in the neighborhood of Ulsan coastal waters.

   이때 획득한 측류 자료는 매 10분마다 내부 메모리에 장되도록 설정하 다. 한편, 측류 자료에 미칠 바

람의 향을 단하기 하여 울산기상 의 2009∼2010년도 바람 자료를 참고하 다.

3. 결과  고찰

3.1 조석  조류

   상기한 Fig. 1의 정  T1에서 획득한 하계와 동계의 조 자료를 조화분석하여 구한 각 분조의 조화상수 

 비조화상수에 따르면, 각 분조의 진폭과 지각은 체로 하계보다 동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조 와 평균해면도 동계가 하계에 비해 다소 높았고, 조차도 동계에 더 컸다. 조석형태수는 하계  동계에 

각각 0.28  0.26으로, 반일주조가 우세하 다. 한편, 정  C1에서 ADCP로 측한 하계  동계의 측류결과

에 따르면, 하계  동계 모두 창조류  낙조류의 주방향은 각각 남서  북동이었고, 유속은 표층에서 

층으로 갈수록 다소 감소하 으나, 층에서도 표층 못지않게 강한 흐름이 존재하 다. 그러나, 하계에는 낙



조류가 창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반면, 동계에는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 으며, 하계가 

동계에 비해 창･낙조류 모두 흐름이 더 강했다. 이것은 동계에 비해 하계에 더 강화되어 북쪽으로 흐르는 쓰

시마 난류의 향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울산 연안역의 흐름은 왕복성 조류에 일방류인 해류가 여하

는 복합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편, Fig. 2는 정  C1에서 하계와 동계에 측된 15일∼1개월간의 각 층별 조류의 진행벡터도를 나타낸

다. 

        

        

Fig. 2. Tidal current progressive vector diagram at station C1 (Upper: summer, Lower: winter)

   이들 결과에 의하면, 먼  하계에 표층에서는 남서쪽으로 평균 3.75cm/s의 속도로 흐름이 표류(drift)하지

만 층과 층에서는 북서∼북쪽으로 평균 3.19∼0.59cm/s의 속도로 표류하 다. 반면, 동계에 표층에서는 

남쪽으로 평균 3.51cm/s의 속도로 흐름이 표류하지만, 층과 층에서는 북서쪽으로 평균 3.69∼2.19cm/s의 

속도로 표류하 다. 즉, 하계와 동계 모두 표층에서는 흐름의 잔차류(residual current)가 체로 남향류이지

만, 수심이 8m보다 깊은 층 이하에서는 북향류로서 흐름이 역류하고 있음을 보여 다. 

3.2 수온  염분분포

3.2.1 울산만 부근 해역

   울산만 입구의 7개 정 에서 각 계 별로 조기의 낙조시 CTD로 측한 수온과 염분의 수평  연직분

포  표 으로 하계의 경우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먼 , 수온의 수평분포에서, 표층수온은 울산화력을 

심으로 한 연안에서 높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추계에 정  5 부근의 표

층에서는 주 보다 고온의 해수가 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화력으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 (설계배수량 

총량은 약 97.6 m
3/s임)의 향 때문으로 단된다. 한, 춘계의 층  동계의 표층과 층에서는 수온 10

∼11℃범 의 해수가 출 하 는데, 이것은 울산만내수가 확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수온의 연직분포에

서는, 하계에도 뚜렷한 성층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정  5에서는 동계에 표층 부근에서 온배수 향으로 추

정되는 성층이 부분 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염분의 수평분포에서는, 태화강 는 육수의 향을 받는 울산

만 입구에서 표층 염분이 체 으로 낮았고, 남쯕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염분의 연직분포

에서는, 하계에 표층을 포함한  층의 염분이 히 낮았으나, 동계에는 염분이 연직방향으로 거의 균일하

고 높았다. 따라서, 울산만 입구 부근에서의 수온분포는 특히 표층에서 태화강 (유량은 춘계와 추계에 13.2 

m
3/s, 하계에 46.6 m3/s, 동계에 5.0 m3/s으로서 년평균 유량은 19.6 m3/s임), 청량천 (유량은 춘계와 추계에 

2.1 m
3/s, 하계에 7.5 m3/s, 동계에 0.5 m3/s으로서 년평균 유량은 3.2 m3/s임), 회야강 (유량은 춘계와 추계에 

4.4 m3/s, 하계에 15.3 m3/s, 동계에 1.8 m3/s으로서 년평균 유량은 6.5 m3/s임) 등을 포함한 울산만내수  

울산화력의 온배수의 향을 받는 반면, 염분분포는 주로 태화강 하천수의 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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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Ulsan coastal waters.

   한편, Fig. 4는 이들 7개 정 에서 측한 수온과 염분에 의한 T-S diagram을 나타낸다. 먼 , 춘계의 경

우, 표층에서는 정 에 따라 육수의 향을 받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층 이하에서는  정 의 해수가 거

의 균질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하계의 경우는 춘계에 비해  정 에서 표･ 층 모두 수온은 상승하 으나 

염분은 하강하 고, 한 해수의 분포도 균일하지 않았다. 특히, 정  3∼5에서의 층 수온은 타 정 에 비

해 히 낮은데, 이것은 하계에 울산 연안역에 간헐 으로 출 하는 냉수괴의 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

경 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2007]). 추계의 경우는 정  1과 2, 정  3, 기타 4개 정  등 해수는 크게 3개 

그룹으로 나 어지는 듯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정  1과 2의 해수는 타 정 에 비해 표층과 층에서의 수

온과 염분이 비교  낮은데, 이는 태화강 하천수의 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정  3의 해수는 표층과 

층에서의 수온과 염분은 비교  높으나, 층에서는 염분이 차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동계의 경우는 정  2와 5의 표층 수온이 타 정 에 비해 히 높은 반면, 층과 층에서는  정

의 수온과 염분분포는 유사하 다. 특히, 정  2와 5의 표층수온이 타 정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울산화력발 소의 온배수의 향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울산만 입구 부근의 해수는 표층에서는 태화강 

는 울산화력으로부터의 육수의 향을 받아 정 에 따라 계  변화를 보이나, 층이하에서는 거의 균일

한 수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2.2 울산 연안역

   한편, 술한 Fig. 1에 나타낸 울산 연안역의 7개 정 (A∼G)에서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

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CTD 측자료를 분석하 다. Table 1은 이들 7개 정 에서의 10년간의 각 계

별 평균 수온을 나타낸다. 먼 , 2월에는 표･ 층 모두 연안에 가까운 정 에서의 수온이 외양에 비해 수

온이 낮았고, 그 에서도 태화강의 향을 받는 정  D에서의 수온이 가장 낮았다. 반면, 8월에는 태화강 유

출수를 포함한 육수의 향을 받는 정  D에서의 수온이 표･ 층 모두 가장 높고, 외양에 치한 정  G에

서의 층 수온은 2월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이것은 이 해역 부근에서 하계에 출 하는 층냉수의 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경 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2007]). 한, 각 정 에서의 수온은 2월과 

8월 모두 표층이 층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양(＋)의 경사를 보이지만, 정  C, D, E에서의 2월의 표층 

수온은 층보다 오히려 낮은 부(－)의 경사를 나타내었다. 

  

Fig. 4. T-S diagram for seven oceanographic stations observed in the vicinity of Ulsan Bay.    

   

Table 1. Seasonal variation of mean water temperature (℃) at each station

Station
Surface   Layer Bottom   Layer

Feb May Aug Nov Feb May Aug Nov

A
12.2

(11.3∼13.5)

14.9

(13.0∼16.6)

22.0

(14.7∼26.4)

18.0

(16.0∼19.3)

12.0

(11.2∼12.9)

11.8

(10.2∼15.1)

13.5

(9.4∼20.2)

14.0

(9.4∼18.3)

B
12.2

(11.4∼13.1)

14.8

(12.4∼16.2)

21.6

(15.1∼26.5)

17.6

(15.7∼18.9)

12.0

(11.3∼12.9)

12.8

(10.8∼15.2)

13.8

(8.3∼21.4)

14.3

(8.3∼18.2)

C
11.2

(9.9∼12.1)

15.4

(13.7∼16.9)

22.0

(16.0∼27.3)

16.9

(14.9∼18.5)

11.5

(11.0∼12.5)

13.3

(11.7∼15.3)

14.7

(10.7∼19.8)

15.2

(10.7∼18.2)

D
10.4

(9.1∼11.9)

15.9

(14.7∼18.6)

22.6

(17.9∼26.9)

16.6

(14.6∼18.1)

10.7

(9.3∼12.1)

13.9

(11.2∼15.6)

17.9

(13.8∼23.0)

16.7

(13.8∼18.5)

E
10.6

(9.4∼11.7)

15.6

(13.2∼17.5)

22.2

(17.5∼27.0)

16.9

(14.7∼18.2)

11.4

(10.2∼12.3)

13.5

(11.5∼15.5)

16.8

(11.6∼22.4)

16.0

(11.6∼18.4)

F
11.9

(10.0∼12.8)

14.7

(13.1∼15.8)

20.9

(15.1∼26.3)

17.6

(15.4∼19.2)

11.7

(10.2∼12.7)

12.7

(9.3∼15.6)

15.2

(11.2∼23.0)

14.7

(10.3∼18.4)

G
12.6

(11.2∼13.4)

15.0

(13.5∼16.1)

21.7

(15.2∼26.4)

18.4

(16.0∼20.1)

12.1

(11.3∼13.2)

11.6

(8.6∼14.6)

11.1

(7.5∼15.3)

13.0

(8.6∼17.1)

   한편, 이들 7개 정 에서의 표･ 층 수온의 연변화는 Fig. 5와 같다. 먼 , 표층 수온은 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 에서 거의 유사한 연변화를 보이는 반면, 층 수온은 2월을 제외하고는 정 에 따라 연변화에 

한 차이를 보여 다. 이것은 표층에 비해 층의 유동이 보다 활발하고, 한 정 에 따라서도 그 유동 요

인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이것은 술한 울산만 입구 부근 연안역의 해수가 ･ 층 이하에서 

체로 안정하고 있는 것과는 조를 이룬다. 한편, 표층수온은 2004년 8월에 모든 정 에서 년보다 크게 상

승한 반면, 2005년 8월에는 년보다 오히려 하강하 다. 



 

 

Fig. 5. Year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t each station. 

   한, Table 2는 상기한 울산 연안역 7개 정 에서의 10년간의 각 계 별 평균 염분을 나타낸다. 표층염

분은  계 을 통하여 거의 모든 정 에서 층 염분에 비해 상 으로 낮았다. 특히, 태화강 입구나 연안 

가까이 치한 정  C, D, E에서의 표층 염분은 8월에 육수의 향을 받아 히 낮은 반면, 비교  연안에

서 먼 정  A, G에서의 표층 염분은 상 으로 높았다. 

Table 2. Seasonal variation of salinity (psu) at each station

Station
Surface Layer Bottom Layer

Feb May Aug Nov Feb May Aug Nov

A
34.12

(33.59∼34.68)

33.72

(31.27∼34.63)

32.57

(31.26∼33.59)

33.10

(32.45∼33.46)

34.18

(33.65∼34.45)

34.25

(33.26∼34.69)

33.53

(29.97∼34.32)

33.93

(32.54∼34.28)

B
33.85

(33.04∼34.61)

33.77

(32.86∼34.31)

31.05

(22.88∼33.42)

32.99

(32.28∼33.35)

33.89

(33.62∼34.23)

33.97

(31.23∼34.51)

33.79

(32.27∼34.18)

33.58

(32.62∼34.54)

C
33.38

(32.54∼34.41)

32.79

(30.08∼34.09)

29.00

(18.56∼33.12)

32.45

(31.47∼33.18)

33.48

(32.74∼34.13)

34.22

(33.31∼34.56)

33.46

(29.93∼34.51)

32.28

(32.55∼33.78)

D
32.70

(31.71∼33.61)

31.25

(24.51∼33.11)

26.94

(13.05∼32.97)

31.53

(30.02∼32.53)

33.10

(32.01∼33.78)

33.44

(30.33∼34.26)

32.01

(21.57∼33.90)

32.82

(32.25∼33.52)

E
33.00

(30.52∼34.10)

32.56

(28.58∼33.84)

30.26

(19.37∼33.32)

32.25

(30.91∼33.29)

32.83

(29.97∼34.18)

33.97

(30.98∼34.63)

32.32

(24.12∼34.58)

32.86

(29.91∼33.88)

F
33.87

(32.85∼34.59)

33.47

(29.17∼34.42)

31.66

(22.81∼33.39)

33.26

(32.34∼34.43)

33.87

(32.85∼34.36)

34.08

(32.57∼34.51)

33.76

(32.43∼35.12)

33.72

(32.54∼33.04)

G
33.90

(33.23∼34.64)

33.73

(31.05∼34.57)

32.26

(30.90∼33.51)

33.00

(32.61∼33.41)

34.18

(33.66∼34.47)

34.36

(33.74∼34.68)

34.14

(33.94∼34.34)

33.88

(32.29∼34.47)

   한편, 이들 7개 정 에서의 염분의 연변화는 Fig. 6과 같다. 하천수나 육수의 향을 직  받고 있는 정  

D  E에서의 염분은 타 정 에 비해 표･ 층 모두 반 으로 낮았다. 한, 2월에는 표층 염분이  정

에서 거의 유사한 반면, 타 계 에는 정 에 따른 차이가 컸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표층에 비해 층에서 

더욱 한데, 이것은 각 정 에 향을 미치는 해수의 물성, 즉 수괴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6. Yearly variations of salinity at each station.

4 . 결론

   울산만을 심으로 한 주변 연안역에서의 4계 에 걸친 수온･염분, 조석  조류의 장조사, 그리고 지

난 10년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수온･염분 측자료에 기 하여 울산 연안역의 물리환경  특성을 악

하 다. 그 결과, 울산만 부근에서의 수온･염분분포는 특히 표층에서 태화강을 비롯한 육수의 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은 하계에 비해 동계가 각 분조의 진폭과 지각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보

고, 조차도 동계에 더 컸다. 한, 조류는 하계  동계 모두 주방향은 각각 남서  북동이지만, 하계에는 

낙조류가 창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반면, 동계에는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다소 우세한 경향을 보 다. 이것은 

이 해역 부근을 흐르는 해류의 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 앞으로 바람자료를 포함하여, 지형효



과  해류가 울산 연안역의 물리해양환경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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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역 수괴의 장기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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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Water Mass

in Seomjin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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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eong(E&C Technology Co., Ltd.)

요 약

섬진강 하구역에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CTD 측 자료를 이용하

여 수괴 변동 특성을 계   년별로 분석하 다. 수괴특성은 주로 해면의 가열 

 냉각, 담수의 유입 정도에 따라 크게 달랐고, 이들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 그 

양상이 일반 으로 해수 유동구조와 섬진강의 유출량 그리고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에서의 온배수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Using CTD observation data in Seomjin River Estuary from Feb., 2007 to 

Nov., 2010, water mass variation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seasonally and 

yearly. Charateristics of water mass was different mainly by sea surface 

heating and cooling, freshwater discharge, and then the result of examining 

these distributions, we could know that generally this aspect depended on by 

tidal current and Seomjin River discharges and thermal effluents of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adjacent to the estuary.

Keywords : Seomjin River Discharges(섬진강 유출수), Thermal   

             Effluents(온배수), Water Mass(수괴), Tidal Current   

             (조류), Estuary(하구역),  

1. 서 론

   연구 상 해역인 한반도 남해 부에 치한 섬진강 하구역은 국내 5  강의 하나인 섬진강의 담수가 해

양으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연안역이다. 섬진강 하구역은 양만과 하면서 섬진강 하류일 와 양

만이 하나의 활한 연안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섬진강 하구역에서는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

(POSCO, 여수국가산업단지, 양 콘테이  터미 , 하동화력발 소 등)와 도시( 양시, 여수시)에서 공장폐

수와 생활하수가 다량 배출되고 있다. 유역면 이 4,897 ㎢인 섬진강은 연간 약 25억 8천만톤의 담수가 흘러

나오고 있고, 섬진강 하구 입구의 조석은 반일주조로 평균 조차는 260 cm이며, 최강 조석류 유속은 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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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에서 50 ∼ 80 cm/s이다. 수심은 내만의 서측과 북측이 체로 5 m 이하이고, 동측의 노량수도와 남

동측의 여수해만과 이어지는 수로는 20 m 이상이다. 만 앙부의 묘도 북측과 남측의 수로는 10 m 이상의 

수심이며, 섬진강  수어천과 연결된 북측 하구역의 해 경사는 상 으로 큰 편이다(김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수온  염분의 장 측을 통해 양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하천유출수와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에서의 온배수 유출에 의한 섬진강 하구역 수괴의 장

기변동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2. 자료  방법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해역에 유출되는 섬진강 담수의 유량과 기상이 수온과 염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섬진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송정수 측소의 유량자료를 이용하 으며, 여수기상 의 동기

간의 기후자료를 이용하 다.

   해양환경은 시․공간 으로 변화의 폭을 달리하게 되며, 특히 연안해역은 조석주기와 계 에 따라 그 특

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수온과 염분은 상해역의 수괴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인 항

목으로 해수의 화학조성은 물론 기 생물의 생산과 해양 동식물의 서식특성을 결정하는 기본항목이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 기 물리 환경 요인인 수온  염분의 시․공간 인 분포특성을 악하기 해 

2007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여 동안 총 20개 정 에서 해양 측을 실시하 다(Fig. 1). 해양 측은 

조기를 택해 해수유동이 가장 큰 시기의 수괴 분포를 악하고자 하 으며, 조석 간만에 따른 수괴분포를 

악하기 해 고조, 조로 나 어 1시간 30분 이내에 측이 이루어지도록 소형선박을 이용하 고, 섬진강 

하천유출수와 주변 발 소의 온배수의 해수유동에 따른 이동경로  그 향여부를 추정할 수 있도록 측

하 다.

   수온과 염분 측정은 CTD를 사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수온과 염분의 결과는 T-S diagram

을 작성하여 계  수괴특성을 악하 고, 표층과 층의 수평분포도로 계   년별 수괴의 시․공간  

특성을 악하 다.

Fig. 1 Study area and location of observation stations.



3. 결과  고찰

3.1 수괴분석 결과

   2007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4년간의 유량자료  기온자료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수온  염

분 자료를 년별, 계 별, 조시별로 구분하여 T-S diagram을 작성하여 Fig. 3에 도시하 다.

   동계의 고조시 수온분포는 6.23 ∼ 10.62 ℃, 염분분포는 29.39 ∼ 34.20 psu로 범 로 나타났고, 조시에

는 수온분포는 6.48 ∼ 13.55 ℃, 염분분포는 26.49 ∼ 33.94 ℃로 나타났다. 측 정 에 따른 최 /최소 수온

차는 고조시에 수온 4.39 ℃, 염분 4.81 psu로 나타났고, 조시에는 수온 7.07 ℃, 염분 7.45 psu로 나타났다. 

조시별 평균 수온차는 0.63 ℃, 평균 염분차는 0.74 psu로 사계   가장 낮은 차를 보 다.

   춘계의 고조시 수온분포는 15.22 ∼ 18.27 ℃, 염분분포는 30.56 ∼ 34.52 psu로 범 로 나타났고, 조시

에는 수온분포는 15.58 ∼ 19.44 ℃, 염분분포는 25.78 ∼ 34.31 ℃로 나타났다. 측 정 에 따른 최 /최소 

수온차는 고조시에 수온 3.05 ℃, 염분 3.96 psu로 나타났고, 조시에는 수온 3.86 ℃, 염분 8.53 psu로 나타

났다. 조시별 평균 수온차는 0.89 ℃, 평균 염분차는 1.22 psu로 나타났다.

   하계의 고조시 수온분포는 18.73 ∼ 26.74 ℃, 염분분포는 16.69 ∼ 33.43 psu로 범 로 나타났고, 조시

에는 수온분포는 19.30 ∼ 28.51 ℃, 염분분포는 10.95 ∼ 33.19 ℃로 나타났다. 측 정 에 따른 최 /최소 

수온차는 고조시에 수온 8.01 ℃, 염분 16.74 psu로 다른 계 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시에는 수온 

9.21 ℃, 염분 22.24 psu로 역시 모든 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시별 평균 수온, 염분차는 각각 0.99 ℃, 

2.36 psu로 사계   가장 높은 차를 나타냈다.

   추계의 고조시 수온분포는 13.96 ∼ 19.06 ℃, 염분분포는 31.50 ∼ 33.10 psu로 범 로 나타났고, 조시

에는 수온분포는 13.25 ∼ 19.77 ℃, 염분분포는 27.99 ∼ 33.07 ℃로 나타났다. 측 정 에 따른 최 /최소 

수온차는 고조시에 수온 5.10 ℃, 염분은 1.60 psu로 나타나  계   가장 낮게 나타났고, 조시에는 수

온 6.52 ℃, 염분 5.08 psu로 나타났다. 조시별 평균 수온차는 0.20 ℃로 사계   가장 낮은 차를 보 고, 

평균 염분차는 0.82 psu로 나타났다.

   T-S diagram을 통한 섬진강 하구역의 수괴분포 양상은 고조시에 비해 조시에 섬진강 유출수로 인해 

상 으로 고온, 염의 수괴가 형성되었고, 계 으로는 추계  동계의 수괴 변동폭이 가장 낮았고, 춘계 

역시 그 변동폭이 낮았으며, 특정 정 을 제외하고는 안정된 수괴의 분포를 보 다. 여름은  계   가장 

불안정한 수괴 분포를 보 으며, 이  2007년과 2010년이 가장 큰 변동폭이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과 

2010년의 섬진강 유출량이 각각 8,391.4 ㎥/s, 17,613.6 ㎥/s로 2008년 1,481.5 ㎥/s, 2009년 3,684.4 ㎥/s에 비

해 상 으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2 Seomjin River discharge data and temp. data from 2007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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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S diagram in Seomjin River Estuary from 2007 to 2010.



3.2 계 별 수온  염분 분포 특성

   4년간 수괴의 시・공간  분포특성을 악하기 해 계 별, 조시별, 층별로 나 어 Fig. 4 ∼ Fig. 7에 

수평분포도를 나타내었고, 2008년도 추계에는 CTD 장비 이상으로 인해 일부 정 에서 결측이 발생하 다.

   동계의 수온은 체 으로 안정된 수괴의 분포를 보이며 층별, 조시별 변화폭이 낮았다. 2007년과 2009년

은 다른 해에 비해 수온이 2 ∼ 3 ℃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는데, 이는 두 시기가 다른 해에 비해 상

으로 유량이 낮았고, 주변 단  산업단지의 온배수가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염분 역시 수온과 

마찬가지로 층별, 조시별 수평경사는 낮았으나, 유량이 가장 많았던 2010년에는 조시에 표・ 층 모두 5 

psu 이상의 변동폭을 보 고, 33 psu의 여수해만 고염수가 지배하고 있는 고조시와 그 양상이 뚜렷하게 별

되는 모습을 보 다.

   춘계의 수온도 비교  안정된 수괴의 분포를 보이며 시・공간 으로 보통 1 ∼ 2 ℃ 이내의 변동폭을 나

타내었고, 유량이 많았던 2010년 조시의 변동폭이 상 으로 높았다. 염분은 2010년의 조시를 제외하고 

시・공간 으로 1 ∼ 2 psu의 변동폭을 보 고, 2008년의 염분이 표・ 층에서 동일한 분포 특성을 보이며 

다른 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0년에는 많은 유량으로 인해 시・공간  분포 범 가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하계의 수온은 공간  수평경사가 사계   가장 높았으나, 유량이 가장 었던 2008년은 1 ℃ 이내의 

변동폭으로 비교  안정된 수온분포를 나타내었다. 2008년을 제외한 다른 해에는 성층 상으로 인해 층별 수

온차가 크게는 5 ℃ 이상 나타났으며, 여수해만에서 북상한 수온 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섬진강 유

출수와 인근 산업단지의 온배수, 여수해만에서 북상하는 해수가 복잡하게 혼합되는 양상을 보 다. 염분은 

층별, 조시별 수평경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유량이 많았던 2007년과 2010년의 조시에 그 양상이 

하게 나타났고, 연구해역의 앙부까지 침투되는 여수해만수의 향 범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온과 마

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의해 시・공간 으로 복잡하게 혼합되는 특성을 보 다.

   추계의 수온은 1 ℃ 이내의 변동폭으로 표・ 층 모두 안정된 수온분포를 보 다. 염분은 고조시에 공간

 수평경사는 낮았으나, 2007년과 2010년 조시에 염분차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해에 비해 

상 으로 많았던 섬진강 유출량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이 시기에는 조사해역의 앙부에서 층별 분

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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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surface and bottom layers at high water from 2007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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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salinity distributions of surface and bottom layers high water from 2007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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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izontal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surface and bottom layers at low water from 2007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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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rizontal salinity distributions of surface and bottom layers at low water from 2007 to 2010.



4 . 요약  결론

   2007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수온  염분의 장 측을 통해 양만으로 유입되는 섬진강 하천유출

수와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에서의 온배수에 의한 섬진강 하구역의 수괴특성을 악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동계 고․ 조시 수온분포는 6.23 ∼ 13.55 ℃의 범 로 수온차는 약 7.32 ℃ 나타났고, 염분분포는 26.49 

∼ 34.20 psu로 염분차는 7.71 psu로 나타났다. 춘계 고․ 조시 수온분포는 15.22 ∼ 19.44 ℃의 범 로 수온

차는 약 4.22 ℃ 나타났고, 염분분포는 25.78 ∼ 34.52 psu로 염분차는 8.74 psu로 나타났다. 하계 고․ 조시 

수온분포는 18.73 ∼ 28.51 ℃의 범 로 수온차는 약 9.78 ℃ 나타났고, 염분분포는 10.95 ∼ 33.43 psu로 염

분차는 24.69 psu로 나타났다. 추계 고․ 조시 수온분포는 13.25 ∼ 19.77 ℃의 범 로 수온차는 약 6.52 ℃ 

나타났고, 염분분포는 27.99 ∼ 33.10 psu로 염분차는 5.11 psu로 나타났다.

   섬진강 하구역에서 수온  염분의 시・공간  분포 특성은 주로 해면의 가열  냉각, 담수의 유입 정도

에 따라 크게 달랐고, 그 분포특성이 일반 으로 해수유동구조와 섬진강의 유출량 그리고 하구역에 인 한 

단  산업단지에서의 온배수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기 로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섬진강 하구역의 해수순환 특성을 악하고, 하구역 생태계에 요한 잘피 서식지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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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습지의 유동  지형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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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Topographic Change and Flow in the Suncheon Bay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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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Lim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요 약

순천만의 다년간의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습지의 분포  시ㆍ공간  변동특성을 확

인하고 습지의 면 변화를 산출하 다. 그리고 해수유동의 측자료  수치모델

(EFDC)을 이용하여 순천만의 유동패턴을 재 한 후 항공사진과 첩시켜서 비교ㆍ

분석하 다.

 ABSTRACT

Using aerial photographs for many year, the distribution and temporal variation 

of Suncheon Bay Wetlands were identified, and the change of wetland area 

was calculated. And numerical model (EFDC) using flow observing data, 

Suncheon Bay had comparative analysis by overlap aerial photographs and 
flow patterns.

Keywords : Aerial Photographs(항공사진), Flow(유동), Watland(습지),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환경유체역학코드)

1. 서론

   우리나라 남해안의 강과 연결되는 하구역은 부분 하구둑의 조성이나 방조제 축조 등으로 자연 상태

의 하구모습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순천만을 비롯해 득량만 등 일부지역만이 자연형태의 하구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요 습지로 두 되었다. 우리나라의 람사지정 습지는 14개소로 면 은143.212 

km
2이며, 이 의 순천만 습지의 면 은 35.500 km2이고, 람사 습지로 지정 된 날은 2006년 1월 20일이다

(국가습지사업센터, [2010]). 순천만 습지는 농게, 조개, 꼬막 등이 다량 서식하여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

라, 자연정화기능, 자연경 을 아름답게 하는 심미 기능 등이 뛰어나며 주변 환경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

염물질을 정화하고, 해일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기도 한다(해양수산부, 

[2005]). 순천만의 경우 1991년 홍수조 을 목 으로 건설된 주암조 지 의 향으로 1960년 까지 나타

났던 퇴 환경이 면  변화를 경험하 다. 즉,  건설 이 에는 철에 주기 으로 발생했던 1800 ㎥

/sec부터 2800 ㎥/sec까지의 유량이 홍수와 범람(freshet)으로 인하여 조류에 의한 미립질 퇴 상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 으나,  건설 이후 유량이 조 되고 범람 상이 단되자 조립질과 미립질 퇴 물

이 퇴 되고, 수로 양안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식생이 정착하 다(박의 , [2000]).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순천만 일 의 다년간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퇴 면 을 도출

하고, 3차원 모델인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사용하여 해수유동특성으로 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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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방법

2.1 해수유동 측

   순천만의 해수유동과 련하여 Fig. 1과 같이 2개의 정 에서 조석  조류 측을 실시하 다. 조석 측

자료는 정  T-1정 에서 TGR-2050(RBR, CANADA)을 층 50cm에 계류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30일간 측한 자료를 해석하 다. 조석조화상수  비조화상수를 얻기 하여 조화분해를 행하여 

조 면도를 작성하 고, 조류 측자료는 C-1정 에서 2008년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 고, 

RCM9(AANDERAA, NORWAY)을 사용하여 30분 주기로 표층의 유동을 측정하 다. 

Fig. 1 Survey stations and Study area.

2.2 해수유동 수치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델은 연안, 하구, 호소, 습지  수지 

등의 유동  물질수송을 모의하는 3차원 수치모델로서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

서 개발되었으며, 미국 환경청(EPA)의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있다.

   수치계산 역은 연구 상 해역인 순천만을 심으로 서측으로 고흥 지죽도에서 동측으로 여수해만을 포

함하는 동서 방향으로 60.9 km, 남북 방향은 81.6 km이다. 유입 하천으로는 순천만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이사천의 담수유출량을 모델에 고려하 다. 담수유출량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 리단의 2007～2008년 자료

를 유역면 의 상 인 비율로 산정하여 월평균 담수유출량 10.5 ㎥/s로 산정하 다. 

   순천만을 포함하는 남해 부 해역의 조석  특성  연구해역의 유동 상황을 정확하게 재 하면서 외

해에서의 계산 시간을 약하기 해 직교 가변 격자체계를 사용하 다. 연직방향으로 5개의 층, 수평방향으

로 461 × 581개로 구성하 으며 이  유효격자수는 132,171개이다(Fig. 2). 

   수치모델의 입력된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수치해도(No. 209 오열도에서 욕지도, No. 240 

나로열도부근, No. 256 양만  여자만)와 2008년 9월 17일 실시한 순천만 조기 수심측량(Valport 

Limite/MIDAS Surveyor, UK) 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 다.

   계산 기에는  계산 역의 조 와 유속을 ‘0’으로 하는 cold start를 부여하 으며, 이때 조 는 평균해

면(M.S.L) 기 으로 설정하 다.

   실험을 한 조석조건은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ion(NAO)의 K. Mastsumoto에 의해 개발된 

NAO99_jb모델 결과  4  분조(M2, S2, K1, O1) 자료  기존 측자료를 이용하 으며 조석, 조류의 계산

치가 측 자료와 잘 일치할 때까지 경계조석을 조정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계산시간 간격은 CFL 조건

을 만족하도록 3 로 설정하 다.



           

Fig. 2 Computational grid system.

2.3 원격탐사기법

   순천만의 습지는 조간 의 특성과 미세 착성퇴 물로 인하여 실측하기에는 제한 이어서 면 측량을 하

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므로 습지의 면 의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정사사진을 제작  분석을 실시하 다. 상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5개년도(1979, 1989, 1997, 

2004, 2010)의 상을 이용하 다(Table 1), 국토지리정보원(NGII)의 수치지도와 국립해양조사원(KHOA)의 

수치해도는 서로 좌표체계(Table 2)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지도를 수치해도에 맞게 좌표변환을 실행한 후 표

고값을 UTM체계로 통일하여 DEM을 제작하 다(Fig. 3∼Fig. 5). 각 상의 화소들이 지리좌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의 기하학  왜곡을 보정하기 해서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제공하는 카메라 정보를 입력하여 상의 카메라보정을 실시하 다. 정사항공사진제작을 완료한 후 순천

만 습지 분포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정 한 항공사진 분석을 해 생성한 TIN과 DEM을 제작한 후 

상처리 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표정  외부표정 값을 보정하여 습지의 면 을 도출하 다.

Table 1 Index of Photograph

Date Scale Number Type of Camera Focal Length

1979.09.05 1:20000 4 UAGⅡ 3081 152.870

1989.10.10 1:10000 7 WILD 15/4 UAGA-F 153.400

1997.06. 03 1:20000 3 WILD 15/4 UAGA-F 153.590

2004.03.27 1:20000 3 RMK Top 15 153.534

2010.05.10 1:10000 3 DCM 120.000

Table 2 The Coordinate System 

The Coordinate System
N G I I

K H O A
Front After

Reference Ellipsoid Bessel GRS-80 WGS-84

Projection Method TM TM UTM

False Easting 200,000 200,000
52Zone

False Nothing 500,000 600,000

Scale factor 1 1 0.9996



         Fig. 3 Image warp.              Fig. 4 Mozaic image.                   Fig. 5 DEM.

3. 결과  고찰

3.1 해수유동 측결과

   조석 측결과는 조화상수  4 분조의 값인 M2, S2, K1, O1의 반조차는 108.91 cm, 49.93 cm, 23.96 cm, 

15.56 cm로 나타났으며, 이들 분조의 지각은 288.20°, 298.12°, 182.80°, 175.69°로 나타났고, 평균고조간격은 

9h 56m이고, 평균해면은 198.36 cm, 조차는 317.67 cm, 소조차는 117.95 cm, 평균조차는 217.81 cm로서 조

차가 심한 편이며, 조석형태수가 0.25로서 반일주조가 우세한 형태를 나타났다(Fig. 6).

   조류 측자료 분석결과, 최 유속은 92.68 cm/sec, 유향은 69.61° 로 나타났고, 평균유속은 26.57 cm/sec 

로 나타났다. 한편, 측된 유향․유속 성분을 남북방향으로 분해하여 나타낸 조류분산도  조류벡터도를 

나타내었다(Fig. 7, Fig. 8). 조류의 주 흐름 방향은 남서-북동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방향 분산성이 비교  

게 나타났다. 그리고 낙조류는 60 cm/sec 내외이나 창조류가 100 cm/sec 내외로 창조류가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해수유동 수치실험결과

   해수유동 측 결과를 토 로 검증  T-1, C-1정 의 조석  조류의 측자료와 수치계산치의 조 와 조

류의 계산치를 비교하 을 때 방향성과 크기가 체 으로 잘 일치하 다(Fig. 9, Fig. 10).

   수치모델(EFDC)을 이용하여 순천만의 유동패턴 확인하 으며, 유동장을 항공사진에 첩하여 해수유동 

패턴과 항공사진을 첩하여 분석하 으며, 상에 나타난 인공해안선등 구조물에 의한 유동패턴 변화를 

악할 수 있었다.(Fig. 11, Fig. 12).

   조석에 의한 해수의 승강운동으로 인하여 만조시에 순천만의 하구역에서 담수와 해수의 혼합하여 유속이 

작은 와류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여 다. 이에 따라 순천만의 갈 습지의 형태가 일부지역에서 와류로 기인

한 습지가 원형에 가까운 형상을 보이면서 습지의 면 이 확장되어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Suncheon Bay tidal level.           Fig. 7 Scatter diagram.                Fig. 8 Sti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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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s between the observed and computed tides.

     Fig. 10 Comparisons between the observed and computed tidal current ellipses.

      Fig. 11  High water vector diagram during  

               the spring tide.                   

      Fig. 12 Low water vector diagram during   

              the spring tide.

3.3 순천만습지 변화

   순천만 습지는 갈 군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천만 상단의 북동쪽  북서쪽에서 서서히 발생하 으며 갈



군락이 동남쪽, 서남쪽방향으로 서서히 남하하면서 확장하는 형태를 보여주며, 1997년부터 2010년 까지 습지

의 면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습지 면  산출 결과는 1979년 0.14 ㎢, 1989년 0.19 ㎢, 1997년 

0.31 ㎢, 2004년 0.43 ㎢, 2010년 0.63 ㎢의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면 의 변화는 습지가 약 0.39 ㎢ 증가되었다. 

Fig. 13 Display of the wetland area in Sunchen bay.

4. 요약  결론

   순천만 습지의 면 을 도출하기 해 국토지리정보원의 다년간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해수유동 측  3

차원 모델인 EFDC를 사용하여 해수유동 특성을 악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수유동 패턴의 경우 최 유속 92.68 cm/sec으로 주 흐름 방향은 남서-북동 방향으로 방향 분산성이 작  

고 창조류가 낙조류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항공사진의 분석결과는 순천만의 상단부근에서 갈 습지의 역이 차 확장되어지는 형상을 보

고, 연도별 변화된 습지 면 분포를 도출해 보면 1979년부터 2010년 까지 0.39 ㎢의 습지 증가량을 산출할 

수 있었다.

   순천만 습지의 경우 자연환경 에서 생태 으로 가치와 심미  기능이 뛰어나고, 연안습지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존 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기 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 연구에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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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anthropogenic sources of trace metal pollution in Shihwa Lake 

using stable Pb isotopic signature in sediments

Kongtae Ra, Kyung-Tae Kim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Eun-Ji Won, 

Kyung-Hoon Shi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An artificial Shihwa Lake created by dike construction is one of the most polluted 

regions with heavy metals of Korea and provides valuable lessons of fail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ue to inadequate planning and management for reclamation 

project in coastal area. The aim of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pollution source of 

metals, especially Pb, in Shihwa Lake using the sediment Pb isotopic signature. Pb 

isotopic ratios in surface sediment collected from Shihwa Lake, outer sea, streams of 

Shihwa Lake basin penetrates two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were determined 

using mu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MC-ICP-MS). 

Mean concentrations of Pb in sediments was 26.2 ppm from outer sea, 72.8 ppm 

from Shihwa Lake and 1,584 ppm from streams, respectively. Mean Pb isotopic ratio 

(
206Pb/207Pb) of extremely contaminated stream sediments show lower value (1.150) 

ranging from 1.145 to 1.156 than those of Shihwa Lake and outer sea. The isotopic 

ratios of Shihwa Lake sediment near industrial complexes show similarity with the 

stream sediments, showing low value of isotopic ratio and high Pb concentration 

relative to other regions. Relationship between the 206Pb/207Pb ratio and Pb 

concentration expressed as Al-normalized values indicates high concentration of 

Shihwa Lake sediment near industrial complex originating from the metal input 

through streams. Results obtained by PCA and HCA analyses show that two clearly 

distinct groups with in Shihwa Lake sediments can be observed corresponding to 

the geological location where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anthropogenic Pb in Shihwa Lake sediments might 

be derived from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industrial wastewater are the 

responsible for the metal pollution in the study area.

 

Keywords: Shihwa Lake(시화호), Pb isotopes (납 동 원소),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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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의 생물해양학  환경특성 1. 식물 랑크톤 군집의 계 변동  

출  특성
윤양호, 박종식*, 김승 , 강인석 (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주)아쿠아텍)

Bio-enviromental characteristics of Jangsu Bay of South Sea, Korea 1. 

Seasonal success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Yang Ho Yoon, Jong Sick Park*, Seung Hyeon Kim and In Seok Kang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quatech Co. Ltd,.)

  식물 랑크톤 군집의 계 변동 특성으로부터 장수만의 생물해양학  환경특성을 악하기 해 2006년 5

월, 8월, 11월  2007년 2월 4계  장조사를 실시하 다. 장조사는 25개 내외의 정 을 상으로 소형 

선박을 이용하 고, 정 은 선박 는 휴 용 GPS system로 결정하 다. 식물 랑크톤의 표본은 Van Dorn 

채수기로 표층과 층 해수를 채집하여 성포르마린으로 장에서 고정하 다. 검경 시료는 고정된 해수 

250㎖를 공경이 5.0㎛, 직경이 47㎜인 박막여과지가 장착된 여과기를 이용하여 자유낙하 시켜, 최종농도가 5

㎖가 되게 농축하 고, 종의 동정과 계수는 농축시료 1.0㎖를 Sedgwick Rafter 계수 에 넣고 학 미경으

로 실시하 다. 

결과 장수만  주변해역에 4계  출 한 체 식물 랑크톤 종은 47속 83종이 으며, 분류군별로는 규조

류가 34속 54종으로 65.1%의 유율을, 와편모조류가 10속 25종으로 30.1%, 규질편모조류가 1속 2종으로 

2.4%, 그리고 유 나조  동물성 편모조가 각각 1속 1종으로 각 1.2%의 유율을 나타내어, 규조류와 와

편모조류가 장수만 식물 랑크톤 군집의 주요 구성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계 별로는 에 32속 44종, 여름

에 43속 65종, 가을에 35속 44종, 그리고 겨울에 37속 52종이 출 하여 여름과 겨울에 비교  다양한 반면, 

과 가을에 상 으로 단순한 종 출  특성을 보 다. 그리고 와편모조류의 유율은 에 18.2%, 여름에 

30.8%, 가을에 18.2%, 그리고 겨울에 11.5%로서 수온이 높은 여름에 상 으로 높은 반면, 겨울에 낮은 

유율을 나타내었다. 표층의 존량은 에 3.1～17.8 x 103 cells/L (7.6 ± 4.3 x 103 cells/L, 평균±표 편차)의 

변동 범 를,  여름은 21.2～338.8 x 103 cells/L (68.0 ± 64.0 x 103 cells/L), 가을은 5.0～25.0 x 103 cells/L 

(8.1 ± 4.7 x 103 cells/L), 그리고 겨울은  75.0～521.0 x 103 cells/L (220.2 ± 134.9 x 103 cells/L)의 변동 범

를 보여, 겨울에 가장 높고, 과 가을에 낮은 존량을 보여, 일반  온  해역의 출 양상과는 다른 양상

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식물 랑크톤 존량은 계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층과 층에서도 다소 다

른 출  특성을 보 고, 내만해역과 수로부에서 출 하는 경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표층의 우 종은 

Chaetoceros affinis와 Paralia sulcata가 각각 22.8%와 20.3%의 우 율을, 여름은 Chaetoceros didymus, Ch.  

affinis가 각각 34.3%, 14.7%, 가을은 Ch. didymus, Ch.  affinis가 각각 34.3%, 14.7%, 그리고 겨울은 

Skeletonema costatum에 의해 80.7%의 우 율을 나타내어,  계  심목 규조류에 의해 우 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비교  청정해역을 나타내는 겨울에 S. costatum에 의한 극우  상은 다소 이례 인 

상이나,  계  규조류에 의한 우 상은 장수만의 생물해양학  환경이 비교  좋은 수 을 표 하는 것

으로 단되었다.

장수만의 식물 랑크톤 군집에서 주요한 치를 나타내는 종은 와편모조류인 Noctiluca scintillans, 규질

편모조류인 Dictyocha fibula, 심목 규조류인 Actinoptycus senarius, Chaetoceros affinis, Ch. curvisetus,  

Coscinodiscus gigas, Ditylum brightwellii, Licmophora lyngbyei, Odontella aurita, Paralia sulcata, 

Proboscia alata, Skeletonema costatum, Thalassionema nitzschioides, Thalassiosira rotula  그리고 우상목 

규조류인 Amphiprora alata, Cylindrotheca closterium, Pleurosigma normanii, Pseudonitzschia pungens, 

Surirella fustuosa, Tropidoneis lepidoptera  등 20종이 다. 그리고 얻어진 식물 랑크톤 군집의 자료를 주

성분 분석한 인자부하량과 득 분포도에 의하면, 장수만 식물 랑크톤 군집은 등심선 10m를 경계로 내만해

역(수심 5m 이내)과 수로부(수심 10m 이상) 해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보 다.

 

Keywords : 장수만, 식물 랑크톤 군집, 종조성, 존량, 우 종,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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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와 주변해역에서 채집한 어류  이매패류 내 

속 함량 연구
나공태, 김경태, 이정무, 방재 , 윤민상, 김은수(한국해양연구원)

Study on heavy metals in bivalve and fish 

collected from Lake Shihwa and outer sea

Kongtae Ra, Kyung-Tae Kim, Jung-Moo Lee, 

Jae-Hyun Bang, Eun-Soo Kim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내측  외측에 서식하는 수산물(패류  어류) 체내 속 

농도를 분석하여 해성 평가를 실시하 다. 진주담치 내 Cr, Co, Cu 농도는 시화

호 내측 평균농도가 외측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Cd와 Pb는 시화호 외측해역에서 

채집한 진주담치 내 체내 농도가 내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굴의 경우, 

평균 으로 외측해역에서의 농도가 내측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Cu는 시화 외측에

서의 평균농도가 49.94 ㎍/g으로 내측의 평균 15.04 ㎍/g에 비해 약 3배 높았고, 

Zn, As  Cd 역시 외측이 내측에 비해 각각 약 2배, 3배,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진주담치와 굴 모두 각국의 수산물 안 기 을 이하의 농도를 보 다. 어류 

역시 다른 패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산물 안 기 을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의 경우, Cr을 제외하고는 내장(intestines)에서 근육(muscle)과 간

(liver)에 비해 높은 농도를 보 으며, 구리  아연의 농도가 상 으로 높아 장

기 인 섭식은 해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soft tissue of bivalve (mussel and Oyster) 

and fishes collected from Lake Shihwa and the outer sea were studied to 

assess the metal contamination and to evaluate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human health in the residents using marine organisms that can 

be useful as a marine food resources. Metal concentrations such as Cr, Co and 

Cu of mussel collected from Lake Shihwa were higher than those from outer 

sea whereas Cd and Pb concentrations from outer sea were higher than those 

from Lake Shihwa. For Oyster, metal concentrations such as Cu, Zn, As and 

Cd from outer sea were 2-3 times higher than those from Lake Shihwa. The 

average concentrations for heavy metals of Mytilus edulis and Oyster spp. was 

not exceeded the marine products safety standard. Similar to bivalue, metal 

concentrations of fishes collected from study areas were below the marine 

products safety standard.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metal in different 

tissues of fishes was descending order: intestines>liver>muscle. Because Cu and 

Zn concentrations of fishes from study area were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from other regions in Korea, further studies such as short and long-term 

uptake of metals through fishes should be studied to minimize the potentially 

detrimental effects on human health. 

Keywords: Heavy metal( 속), bivalue(패류), Fish(어류), Lake 

Shihwa(시화호), Mussel(진주담치), Oyster(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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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안해역에 산재되어있는 여러 오염원을 통해 연안해역으로 유

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증 됨에 따라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 으로 해양환경에 서식하

는 생물자원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연안 환경의 오염도 조사연구에는 해수, 퇴 물, 생물 등 다양한 매체

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기별 변동이 심한 해수나 수십년 단 의 오염물질을 축 하고 있는 퇴 물과는 달

리 해양생물은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오염도를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김 등, 2007; 이, 1994). 연안해역에 서

식하는 진주담치  굴 등과 같은 이매패류는 서식범 가 국한되어 있는 고착성 생물이며 이동력이 미약하

기 때문에 해당지역 내 속 오염실태, 기원, 오염물질의 향을 악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속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오염지표생물로 리 활용되고 있다(권 등, 2000; 이, 1994). 특히 진주담

치의 경우  세계 인 해양오염을 체계 으로 밝히며 지역간 오염도 비교와 오염조기 경보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세계 진주담치감시 로그램(International Mussel watch program) 등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Goldberg et al., 1983).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세계 으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며, 총 단백질 식품의 약 30%, 동물성 단백질 80% 정도를 수산물로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어 유해

속의 주요한 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정, 2003). 

   시화호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농업  공업용수 확보 등의 목 으로 인하여 1994년 인공 인 방조제 건설

에 의해 형성되었다. 방조제 건설에 의해 해수 유통이 제한되었으며, 주변에 치한 안산시와 시흥시와 같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통해 유입되는 오․폐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

되어 담수화를 포기하고 2001년 해수호로 환되었다. 도시  산업지역에서 발생된 각종 오염물질은 비 오

염의 형태로 하천  반월산단 토구 등을 통해 시화호로 직 으로 유입되고(윤 등, 2010; 나 등, 2011),  시

화호 내 2010년 산업단지 인근 해역에서는 24 mg/L의 높은 COD의 농도가 보고되었으며, 유입된 유기물 분

해에 산소를 소비하나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의 효과가 미비하고 성층화를 통해 산소공 이 제한되기 때

문에 매년 층에 빈산소  무산소층이 형성되는 등 시화호 수질 환경악화가 지속 으로 보고되었다(국토해

양부, 2008; 2009; 2010). 층 퇴 물의 경우, 시화호 내측 해역에서의 평균농도가 27.4 mg/L로 외측 해역에

서의 8.5 mg/L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통한 속의 유

입으로 인하여 일부 정 에서의 속 농도는 해양생물에 향을 미치는 기  (ERL, Long et al., 1995)을 

높은 농도로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9; 국토해양부, 2010). 속은 환경 내 미량으로 존

재하나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 향을 나타내고 환경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간에 걸쳐 생물

체 내에 축 되어 상  양단계로 갈수록 농축되어 그 해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Morillo et al., 2004). 

시화호 지역에 수질  질 악화와 속 오염 등은 시화호에 서식하는 랑크톤, 어류  서생물 등에 

직․간 으로 축 되며 먹이사슬(food-web)을 통해 상 양단계로 갈수록 농축되기 때문에 시화호에 서

식하는 해양생물의 속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류  패류를 포함한 수산자원 내 속 

오염 연구는 연구 지역에서의 오염 황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인간이 섭취하기 때문에 보건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권 등, 2000; 황과 박, 2006; 김 등, 2007; 김, 2002; 한 등, 1989; 목 등, 

2009). 재 시화 내측 해역에서는 어업행 가 지되어 있으나, 고착성 생물인 패류와는 다르게 어류는 배수

갑문 개방을 통해 시화호 주변해역으로 이동하며 특히 서성 어류는 퇴 물 내 갯지 이등과 함께 퇴 물

을 섭식하는 특성를 가져 속 오염에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주변해역에서 채집한 

패류(진주담치, 굴)  어류 등의 유용 수산물의 체내 속 축 도를 악하여 수산물 유통가능성과 어획

을 한 정책자료로써 제공하기 하여 해성 평가를 실시하 다. 

2. 재료  방법

   시화호 이매패류인 진주담치  굴 등은 2010년 7월에 시화호 내측 5개정 과 시화호 외측 3개 정 을 

선정하여 SCUBA를 통해 채집하 다(Fig. 1). 시료 채취 후 장에서 이들 생물에 부착된 이물질 들을 제거

하고 여과된 장해수를 이용하여 24시간 청장(depuration)을 실시하 다. 어류의 경우 2010년 7월 시화호 내

측 3개 정 과 외측 1개 정 에서 삼각망을 설치하고 설치 후 2일이 경과한 뒤 어획된 수산물을 채취하여 

선상에서 어종별로 분류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다. 채취한 이매패류는 실험실에서 정 간, 개체간 편차를 최

소화 하기 하여 각 정 별로 약 10개체의 비슷한 개체를 선별하여 개체별로 크기와 무게를 측정한 후 폴

리카보네이트  티타늄 재질의 칼로 soft tissue부분을 취하여 동결건조를 실시하 다. 어류는 실험실에서 

어종  크기별로 구분하여 티타늄 재질의 칼을 이용하여 근육, 간  내장으로 분리한 뒤 동결건조를 실시



하 다 . 

Fig. 1. Map of sampling locations in study area.

건조된 시료 약 0.5g를 산 세척된 테 론 용기에 넣고 고순도 질산을 5mL를 가한 후 CO2 gas를 제거하기 

하여 실온에서 일정시간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뚜껑을 덮고 가열 에서 180℃로 24시간 가열하여 완 분

해 하 다. 분해가 완료되면 냉각 시킨 다음 이온교환수를 가하여 체 부피를 25 mL로 만들고 히 희석

하여 ICP-MS로 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값은 수분함량을 이용하여 습 량에 한 농도로 환산하 다. 이때 

이매패류  어류의 속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NRC의 DORM-2와 NOAA의 CRM 2976도 함

께 처리하여 측정하 으며 표 물질 분석결과는 83-97%의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3.1. 진주담치

 시화호 내측에서의 진주담치 내 속의 농도는 Cr 0.17±0.04 ㎍/g, Co 0.11±0.03 ㎍/g, Ni 0.52±0.17 ㎍/g, 

Cu 1.53±0.38 ㎍/g, Zn 27.4±7.1 ㎍/g, As 2.61±0.35 ㎍/g, Cd 0.47±0.14 ㎍/g, Pb 0.14±0.05 ㎍/g의 평균농도

(wet weight)를 보 다. 시화 외측에서의 진주담치 체내 속 농도는 Cr 0.14±0.05 ㎍/g, Co 0.10±0.02 ㎍

/g, Ni 0.52±0.17 ㎍/g, Cu 1.39±0.21 ㎍/g, Zn 25.60±9.18 ㎍/g, As 2.54±0.40 ㎍/g, Cd 0.53±0.19 ㎍/g, Pb 

0.15±0.05 ㎍/g의 평균농도(wet weight)를 나타냈다(Fig. 2). 내측과 외측에서의 진주담치의 평균농도는 Cr, 

Co  Cu는 내측에서의 평균농도가 외측에 비해 각각 1.22배, 1.14배, 1.1배 높았으며, Ni와 As는 내측이 외

측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Cd와 Pb의 경우 시화 외측에서 채집된 진주담치 내 평균농도가 

내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측의 경우 내 정 별 진주담치 내 속의 농도를 살펴보면, 시화 방

조제에 인 한 정  S5에서 Cr 0.22 ㎍/g, Ni 0.59 ㎍/g, As 2.91 ㎍/g, Cd 0.51 ㎍/g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u의 경우 시화  반월 산단 인근정 에 정  S2에서의 평균농도가 1.43 ㎍/g으로 가장 낮았으며, 

정  S4에서 1.79 ㎍/g으로 가장 높았고 Cr, Ni, As  Cd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정  S5에서는 1.40 ㎍/g으

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났다. Pb 역시 Cu와 유사하게 산단 인근정 이 정  S2에서 가장 낮은 농도인 

0.10 ㎍/g을 보 으며 정  S3에서 가장 높은 0.18 ㎍/g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시화 외측에서 채집된 진주담

치내 속의 평균농도는 원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LNG 기지 인근 정  Y2에서 Cr 0.19 ㎍/g, Co 

0.11 ㎍/g, Ni 0.65 ㎍/g, Zn 33.01 ㎍/g, Cd 0.68 ㎍/g, Pb 0.18 ㎍/g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고, Cu는 정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정  Y1에서 1.41 ㎍/g로 다른 정 에 비해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Fig. 2. Trace metal concentrations (㎍/g wet weight) of mussel collected from Lake Shihwa and Outer 

Sea in 2010.



Fig. 3. Trace metal concentrations (㎍/g wet weight) of oyster collected from Lake Shihwa and Outer 

Sea in 2010. 



시화방조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화외측 정  Y3에서는 As를 제외한 모든 원소의 평균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화호 내측과 외측에서 채집된 진주담치 내 Cr의 평균 농도는 모두 0.14㎍/g와 

0.17 ㎍/g으로 2009년의 내측과 외측 평균 0.217 ㎍/g과 0.203 ㎍/g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u의 

경우 2010년의 내측과 외측의 평균농도가 200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09). 2009년 

Zn의 내측과 외측 평균농도는 각각 13.5 ㎍/g와 18.8 ㎍/g으로 2010년 내측 27.44 ㎍/g와 외측 25.6 ㎍/g으로 

내측와 외측 모두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는 내측에서는 2009년 0.14 ㎍/g, 2010년 0.14 ㎍/g으

로 유사하 으나 외측에서는 내측에서 2009년 0.20 ㎍/g에서 2010년 0.15 ㎍/g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굴과 진주담치 내 속의 잔류허용기 은 납과 카드뮴 2 ㎍/g(wet weight)로 설정하고 

있고,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패류에 하여 카드뮴 4 ㎍/g, 납 1.7 ㎍/g, 크롬 13 

㎍/g, 비소 86 ㎍/g을 각각 권고치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의 패류  비소의 안 기 은 비소가 1 ㎍/g, 카드

뮴이 2 ㎍/g, 납이 2 ㎍/g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소만이 호주의 기 인 1 ㎍/g을 약 2.5 배 과하는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모든 정   원소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EU의 수산물 안 기 을 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화호 내측과 외측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의 평균농도를 다른 지역에서 채집된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면  Cr과 Pb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화호 내측과 외측에서 낮은 농도를 보 다. Cd은 

진해만(김 등, 1996)에 비해 낮은 농도 으나 남해 연안에서 채집된 진주담치에 비해 약간 높은 농도를 나타

냈다. Cu는 보통수 이었으며 Zn는 진해만(17.6 ㎍/g)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3.2. 굴

시화호 내측과 외측에서 채집한 굴  속의 함럄은 Fig. 3에 나타내었다. Cr의 평균농도는 시화 내측에

서 0.10±0.02 ㎍/g 외측에서 0.11±0.03 ㎍/g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간 평균 Cr 농도는 시화호 정

 S1에서 0.14±0.02 ㎍/g로 가장 높았으며 정  S4에서 0.07 ㎍/g로 가장 낮았다. 외측에서의 Cr의 평균농

도는 외해역 정  Y3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평균농도는 외측에서 0.04±0.01 ㎍/g, 내측에서 

0.04±0.01 ㎍/g로 외측이 내측에 비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내측 정  

S1에서 Co는 가장 낮은 농도(0.03±0.01 ㎍/g)를 나타냈으며 내측에서는 정  S5에서 0.05±0.005 ㎍/g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외측 정  Y1과 정  Y2에서는 0.06 ㎍/g의 높은 최 농도를 보 으며 외해역 정  Y3

에서는 상 으로 낮은 Co 농도를 보 으나 내측에 비해(정  S5제외) 높은 농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Ni

은 내측과 외측에서 평균농도가 각각 0.12±0.04 ㎍/g와 0.13±0.04 ㎍/g로 유사한 농도를 보 으며 내측 정  

S1에서 가장 낮은 농도인 0.08±0.02 ㎍/g를 내측 정  S5에서 내측 정  S1에 비해 2배 높은 0.16±0.04 ㎍/g

의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의 경우, 내측에서 평균농도가 15.04±10.12 ㎍/g, 외측에서

는 평균농도가 49.93±15.74 ㎍/g로 외측이 내측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별로 살펴보면 시

화호 내측 정  S4에서 2.14 ㎍/g로 가장 낮았으며 정  S5에서 24.2±11.3 ㎍/g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

다. 시화 외측에서는 외측 정  Y1과 정  Y2에서 약 52 ㎍/g으로 높았으며 외해역인 정  Y3에서는 

34.9±0.88 ㎍/g으로 모든 정 에서 시화 내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Zn 역시 외측(350±129 ㎍/g)이 

내측(169±84 ㎍/g)에 비해 약 2배 농도가 높았다. Cu와 마찬가지로 내측에서는 정  S4에서 50.2 ㎍/g로 가

장 낮았으며 정  S5에서 236±93.6 ㎍/g으로 약 1/5수 이었다. 외측에서는 정  Y2에서 최 농도인 

379±166 ㎍/g 으며 정  Y1에서 359±89 ㎍/g의 농도를 보 고 외해역인 외측 정  Y3에서는 시화 내측 정

 S5에 비해 약간 낮은 농도를 보 다. 굴은 체내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효소는 헤모시안인으로써 

구리가 주성분을 이루며, 아연은 굴의 생식과 한 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내 농도가 다른 원소에 비해 

높은 것을 보고된바 있다. As는 내측에서 0.58±0.13 ㎍/g, 외측에서 1.50±0.33 ㎍/g으로 약 3배 외측이 높은 

농도 다. 외측에서는 모든 정 에서 0.7 ㎍/g이하의 농도를 보 으며 외측정 에서는 정  Y1에서 1.59±0.38 

㎍/g, 정  Y2에서 1.3±0.18 ㎍/g, 정  Y3에서 1.68±0.07 ㎍/g로 외해역 정  Y3에서 최 농도를 보 다. 

Cd 역시 외측해역에서 0.97±0.11 ㎍/g로 내측 0.37±0.10 ㎍/g에 비해 약 2.6배 높은 농도를 보 다. 내측에서

는 정  S5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외측에서는 정  Y1에서 최 농도를 보 으며 다른 속원소의 농도

가 상 으로 낮았던 외해역 정  Y3 역시 Cd는 높은 농도로 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b는 시화 

내측 정  S1에서 최 농도인 0.23±0.02 ㎍/g를 보 으며 내측 정  S5에서 0.08±0.02 ㎍/g로 가장 낮은 농

도를 보 고 외측의 평균농도가 0.17±0.06 ㎍/g으로 내측(0.11±0.05 ㎍/g)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굴 내 

속 농도는 시화호 내측에서는 납을 제외하고 모든 원소에서 정  S5에서 가장 높았으며 외해역에서는 정



Fig. 4. Trace metal concentrations (㎍/g wet weight) in muscle of Fish collected from Lake Shihwa and Outer 

Sea in 2010.

Fig. 5. Trace metal concentrations (㎍/g wet weight) in different tissues of Konosirus penctatus collected at 

site 1 of Lake Shihwa in 2010.



 Y1과 정  Y2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이와 같은 농도분포는 시화 방조제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정 들

에서 굴 내 속의 체내 농도가 높아 타이어의 마모에 의한 분진등을 통한 유입  안산  시흥 하수처

리장의 해양방류 거를 통한 하수처리수의 유출  LNG기지 등에 향을 받아 외측에 서 더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굴 체내 속의 잔류허용기 과 비교하면 모든 정 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EU의 수산물 안 기 을 과하는 농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자료와 비교하면 Cr은 2010년 

외측에서는 0.11 ㎍/g 내측에서는 0.10 ㎍/g으로 2009년에 시화호 평균 0.192 ㎍/g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Cu는 2009년 시화호 평균 20.7 ㎍/g에 비해 외측은 49.9 ㎍/g으로 약 2.5배 증가하 으나 내측에서는 

15.0 ㎍/g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Zn 역시 2009년 시화호 평균 287 ㎍/g에 비해 외측은 증가하 으

며(350 ㎍/g) 내측은 상 으로 낮은 농도인 169 ㎍/g을 보 다. Cd는 2009년 0.286 ㎍/g에 비해 2010년 내

측과 외측 모두 증가하 으며 특히 외측에서는 0.97 ㎍/g로 2009년에 비해 약 3.3배 증가하 다. Pb 역시 

2009년 시화호 평균 0.095 ㎍/g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어류

   시화호 내측  외측에서 삼각망을 설치하여 채집된 어류 내 속 농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정 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시화호 내측 정  1에서는 어(Konosirus punctatus), 농어(Lateolabrax maculantus), 

풀망둑어(Acanthogobius hasta), 숭어(Mugil cephalus), 학꽁치(Hyporhamphus sajori), 동갈치(Strongyhura 

anastomella)등이 채집되었으며 내측 정  2에서는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농어(Lateolabrax 

maculantus), 풀망둑어(Acanthogobius hasta), 어(Konosirus punctatus), 갱이(Decapterus akaadsi), 숭어

(Mugil cephalus)가 내측정  3에서는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풀망둑어(Acanthogobius hasta), 농어

(Lateolabrax maculantus), 숭어(Mugil cephalus), 동갈치(Strongyhura anastomella) 등이 채집되었다. 시화 

외측정 에서는 졸복(Takifugu paradalis),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 어(Konosirus punctatus), 숭어

(Mugil cephalus), 붕장어(Conger myriaster), 농어(Lateolabrax maculantus), 수조기(Nibea albiflora),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노랑가오리(Dasyatis akejei), 부세(Larimichthys crocea)등이 10개 종이 채집되었다. 

   시화호 내측 정 1에서 채집된 어류 근육 내 Cu의 평균농도는 어가 0.458±0.01 ㎍/g, 농어가 

0.159±0.026 ㎍/g, 풀망둑어가 0.134±0.008 ㎍/g, 숭어가 0.168±0.035 ㎍/g, 학꽁치가 0.103±0.002 ㎍/g, 동갈치

가 0.243 ㎍/g로 나타나 어의 근육 내에서의 Cu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어>동갈치>숭어> 농어>풀망둑

어>학꽁치의 순이었다(그림 4). 어 근육 농도에서의 Cu농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크기는 약 15cm로 2년생

에 가까운 크기 으나 생태  특성이 동물성, 식물성 랑크톤  바닥의 유기물을 펄과 함께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근육 내 Pb농도 역시 어가 0.031±0.014 ㎍/g

로 가장 높았으며 학꽁치 0.010 ㎍/g, 농어가 0.003±0.003 ㎍/g, 숭어가 0.003±0.002 ㎍/g, 풀망둑어가 

0.001±0/001 ㎍/g로 나타나 어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간에서의 Cu의 농도는 어가 

3.18±0.35 ㎍/g, 농어가 2.83±0.46 ㎍/g, 풀망둑어가 2.55±0.14 ㎍/g, 숭어가 5.97±3.28 ㎍/g로 나타났으며 숭

어가 가장 높았고 어> 농어>풀망둑어의 순으로 근육과 유사 으며 근육에 비해 약 10배 높은 농도로 간

에 존재하 다. 내장에서의 Cu 농도는 간에서의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가 2.77±0.84 ㎍/g로 

가장 높았고 풀망둑어에서는 1.486±0.18 ㎍/g로 가장 낮았다. 숭어과에 속하는 숭어는 성장이 빠른 편이며 만 

1년이면 체장 25cm, 2년이면 30cm로 자라며 바닥의 모래나 진흙속의 유기물을 섭식하는 생태  특성을 가

지므로 시화화 내측의 속의 농도가 높은 퇴 물을 장기 으로 섭식함으로써 다른 어류에 비해 간에서 

높은 체내 Cu농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화 내측 3개 정 에서 동일하게 망둑어가 채집이 되었으며 정 별 풀망둑어 근육에서의 Cu 농도는 정  

1에서 0.134±0.008 ㎍/g, 정  2에서는 0.136±0.014 ㎍/g, 정  3에서는 0.102±0.018 ㎍/g로 정  1과 2에서 높

았으며 배수갑문에 인 한 정  3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 다. 내장 내에서의 Cu 평균농도는 내측 정  1

에서 1.496±0.187 ㎍/g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 2 가 1.379±0.391 ㎍/g로 높았고 정  3에서는 근육과 유사하

게 가장 낮은 1.178±0.468 ㎍/g의 농도를 보 다. 시화호 내측 정  2에서 채집된 어류 근육 내 평균 농도는 

갱이가 0.417±0.02 ㎍/g로 가장 높았으며 어가 0.336±0.113 ㎍/g, 농어가 0.168±0.02 ㎍/g, 숭어가 

0.152±0.008 ㎍/g, 망둥어가 0.136±0.014 ㎍/g, 조피볼락이 0.118 ㎍/g로 가장 낮았다. Pb의 경우 어가 

0.020±0.01 ㎍/g로 가장 높았으며 갱이가 0.010±0.002 ㎍/g의 평균농도를 보 고 농어가 가장 낮은 

0.002±0.001 ㎍/g의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화호 외측에서는 채집된 어류 근육 내 Pb 평균농도는 어가 0.018 ㎍/g, 조피볼락이 0.015 ㎍/g, 졸복이 

0.006 ㎍/g, 숭어가 0.004 ㎍/g, 붕장어가 0.007 ㎍/g, 농어가 0.003 ㎍/g, 수조기가 0.004 ㎍/g, 넙치가 0.001 

㎍/g, 황가오리가 0.002 ㎍/g, 부세가 0.008 ㎍/g로 나타났으며 어가 가장 높았고 넙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의 근육 내 속 농도는 Cr 0.116 ㎍/g, Co 0.003 ㎍/g, Ni 0.019 ㎍/g, Cu 0.273 ㎍/g, Zn 

4.917 ㎍/g, As 1.421 ㎍/g, Cd 0.002 ㎍/g, Pb 0.018 ㎍/g으로 나타났으며 Zn>As>Cu>Cr>Ni>Pb>Co>Cd의 

순이었다. 어의 내장에서의 속 농도는 Cr 0.114 ㎍/g, Co 0.037 ㎍/g, Ni 0.056 ㎍/g, Cu 2.125 ㎍/g, Zn 

30.689 ㎍/g, As 1.534 ㎍/g, Cd 0.073 ㎍/g, Pb 0.101 ㎍/g으로 근육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Fig. 5). 근육보다는 내장과 간에서 보다 높은 속이 검출되었으며 속의 농도는 어종별  기 별 농

도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간과 내장에서 Pb 농도는 숭어가 각각 0.416 ㎍/g과 0.058 ㎍/g으로 다른 어류에 비

해 높은 편이었으나 Pb의 해산어패류 잔류 허용기 을 과하는 기 이나 어류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는 시화 내측 정  1과 정  2 그리고 시화 외측 정 에서 채집되었으며 근육 내 Pb의 농도는 시화 내

측에서의 평균농도는 각각 0.031 ㎍/g과 0.020 ㎍/g의 농도를 보 고 외측 정 에서는 0.018 ㎍/g의 농도를 

보 다. 근육 내 Cd의 농도는 시화 내측에서 채집한 어의 근육에서 외측에 비해 약 2배 높은 Cd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시화호 내측  외측에서 채집된 어류 근육 내 Cd의 최 농도는 내측 정  3 조피볼락이 

0.013 ㎍/g으로 가장 높았으나 EU의 일반어류 내 카드뮴 기  0.05 ㎍/g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구리는 체내에서 효소를 비롯한 여러단백질의 한 부분으로써 철분의 이용에 여하여 부족되면 구 합

성의 하를 가져오며 미토콘드리아 내 ATP 생성에 여할뿐만 아니라 골격형성  심장순환계의 결합조직

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여하는 필수 인 미량무기질이나 장기 으로 섭취시 독성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어종  기 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화 내측  외측에서의 Cu 농도는 근육에서 

0.102～2.547 ㎍/g(평균 2.547 ㎍/g), 간이 1.406～11.759 ㎍/g(평균 4.606 ㎍/g), 내장이 0.729～7.619 ㎍/g(평균 

2.356 ㎍/g)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Cu에 한 규제치인 호주 10 ㎍/g, 캐나다 50 ㎍/g, 국 20 ㎍/g, 뉴질랜

드 30 ㎍/g으로 체 으로 기 치를 높게 잡고 있는데 모든 어종  기 에서 기 치 이하의 농도를 보

다. 

시화호 주변해역에서 채집된 어류의 Cd 농도는 근육이 0.001～0.013 ㎍/g(평균 0.004 ㎍/g), 간이 0.005～

1.578 ㎍/g(평균 0.205 ㎍/g), 내장이 0.006～0.330 ㎍/g(평균 0.066 ㎍/g)으로 나타났다. Cd는 유해 속  수

은과 함께 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드뮴에 한 각국의 규제치를 보면 평균 으로는 부

분 1.0～2.0 ㎍/g이하로써 안 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에서 납 농도는 근육이 0.001～0.033 ㎍/g(평균 0.008 ㎍/g), 간이 0.001～0.789 ㎍/g(평균 0.105 ㎍/g), 

내장이 0.002～0.224 ㎍/g(0.058 ㎍/g)로 나타났다. 납은 성독성은 야기하나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만

성독성을 일으키는 속이다. 한 EU의 일반어류 내 Pb의 잔류허용기  0.2 ㎍/g과 비교하면 졸복, 숭어, 

등에서 이 기 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측 정  1의 숭어 내장에서도 기 치를 과하고 있

었다. 그러나 EU의 뱀장어, 농어 등 11종의 Pb 잔류 허용기  0.4 ㎍/g과 비교하면 내장은 안 한 수 이었

다. 시화호 내측  외측 해역에서 채집된 어류의 근육 내 속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해역  세계의 여러 

해역에서의 조사된 농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농도 수 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정 에서 우리

나라  외국의 수산물 안 기 을 과하는 농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안 기 내의 양호한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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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유역 하천 오염부하량 월별 변동

정희석, 김동우, 김지성, 조근옥, 조 서

(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Monthly variations of riverine pollutant loading to Deukryang bay

H. S. Jung, D. W. KIM , J. S. KIM , G. O. Cho ,  H. S. Cho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otional University)

요   약

 

  남해안에 치한 득량만은 해양환경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 인 보 이 필요한 해역인 

환경보 해역으로 지정되어 리되고 있다. 해역 면 이 374㎢로 비교  넓으며, 평균수심이 약 7.7m(최고수

심 40m)로서 남북방향 장축의 길이가 약 50km, 동서방향 폭이 4.6~11km이다. 만 남쪽에는 당도, 거 도, 

소록도 등의 섬들 사이의 3개 수로에 의해 해수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남해안의 다른 만에 비해 외해와의 

해수교환이 비교  원활한 편이다.  

  효율 인 내만의 수질 리를 해서는 우선 부하발생원에 따른 오염배출량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 해

역의 환경용량과 환경기 을 만족하기 해서 부하삭감량을 산정하는 사 책이 요구된다.  연안해역의 수

질에 향을 끼치는 부하발생원은 크게 오염원과 비 오염원으로 구분되는데, 비 오염원은 강우시 도시지

역이나 농경지  산림지역의 유출수로 악될 수 있지만, 유입지 을 명확하게 찾기 어렵고, 일간 계 간 

배출량 변화가 크며 측과 정량화가 어려워서 리가 힘든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오염원은 가정하수, 

공장폐수로 구성되며 일정한 지 에서 일정량이 지속 으로 발생하여서 배출구와 배출단 가 악가능하기 

때문에 수질 리를 한 부하삭감량 산정의 주 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으로 유입하는 외부부하량을 실측하고 분석하여 득량만의 효과 인 연안해역의 

수질 리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하천 부하량 조사는 득량만 유역에 포함되는 하천 23개 지 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 하 고, 각각의 유입하천은 직독식 자 유속계(ACM-200PC)  부표를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한 다음, 단면 을 계산하여 각 유입원의 유량을 산정 하 다. 각 시 에서 채수한 하천수의 pH, 

수온, 염분, 기 도도, 화학  산소요구량(CODMn)), 총질소(T-N), 총인(T-P), 용존산소(DO), 부유물질(SS),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등을 분석하 고, 환경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8), 해양환경

공정시험법(국토해양부, 2008), 하여 분석하여 유량과 곱해서 그 부하량을 산정하 다.

  하천 유량의 월별 총합은 170863~2591938 m3/day 이고, 부유물질(SS)과 화학  산소요구량(COD), 용존무

기질소(DIN), 용존 무기인(DIP), 총질소(TN), 총인(TP), 월별 부하량은 각각 1518.54~67043.2(평균 

19922.34)kg/day, 538.52~12820.37(평균 3931.34)kg/day, 69.77~2417.58(평균 1251.14)kg/day, 2.52~57.35(평균 

20.32)kg/day, 479~3684(평균 1912.61)kg/day, 10.82~166.91(평균 66.21)kg/day 이었다.

Keywords : 득량만, 유입원, 오염부하량, 수질환경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바지락 이식실험을 통한 시화호 조력발 소 환경 향평가: 바지락 체내 

미량 속 축 도 연구

나공태, 김경태, 방재 , 이정무, 김은수, 조성록(한국해양연구원)

A preliminar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idal power plant 

in Shihwa Lake, Korea: Heavy metal accumulation in the transplanted Manila 

clam (Ruditapes philippinarum)

Kongtae Ra, Kyung-Tae Kim, Jae-Hyun Bang, Jung-Moo Lee, Eun-Soo Kim, 

Sung-Rok Cho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An artificial Shihwa Lake is one of the most polluted regions located on the western 
coast of Korea and provides valuable lessons of fail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 
due to inadequate planning and management for reclamation project in coastal area. 
The prospective issue of study area is the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TPP) in 
2011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electric power production, improving the water and 
sediments qualities as well as restoring marine ecosystem of Shihwa Lake. Many 
scientists concern the environmental impacts on marine benthic organisms by the 
operation of TPP because it leads to re-suspend the sediments that contain high 
levels of heavy metals and then the sediment-associated heavy metals from inside of 
Lake might be flushed out into the outer sea. The significant impacts and changes of 
coastal benthic communities are inevitable. The operation of TPP is potentially 
threatening to not only the aquatic organisms but also the benthic organisms of 
Gyeonggi Bay of western coast of Korea. Ruditapes philippinarum is a manila clam 
as a filter feeder organism which is widely distributed in intertidal area along the 
western coast of Korea and is commercially important bivalves as marine food 
resources. They are considered as sentinel organism to assess and to monitor the 
pollutants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is study, transplantation experiments using 
manila clam (R. philippinarum) at three different sites (two polluted sites and one 
reference site) have been conducted following an eight week exposure period. The 
metals concentrations (Cr, Ni, Cu, Zn, As and Pb) in the surface sediments from two 
sites close to two industrial complexes were exceeded the ERL. In reference site, all 
metal concentrations were below the ERL similar to their concentrations from outer 
sea of Shihwa Lake. Heavy metals concentrations in their soft tissue of R. 
philippinarum have been measured by ICP-M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metals contents of manila clam in resident, transplanted and other region as 
well as to predict the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discharge of highly polluted 
sediments after operating of TPP. The Cr and Zn in resident were higher than those 
in other regions while Co, As and Cd were higher in other regions. The heavy 
metals concentrations (Cr, Co, Ni, As, Cu, Cd and Pb) in transplanted manila clam 
were higher than those in resident. At two polluted sites, Cr, Co, Ni, Cu, Zn and Pb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while As and Cd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p>0.05). 
No significant increase were observed for most metals except for Cr at reference site. 
Those clams might be accumulated their metals through the water column and/or on 
fine particles originated from the surface sediments. The calculated net uptake of 
metals per clam was higher in polluted sites relative to those in reference site. For 
the most polluted site(Site A), the amount of metal uptake daily per clam were 6.2, 
2.6, 24.4, 86.8, 205, 23.8, 1.9 and 7.6 ng for Cr, Co, Ni, Cu, Zn, As, Cd and Pb, 
respectively, showing higher value about 1.3 to 7.6 times relative to reference site. 
The bioaccumulation factor (BAF) at Site A revealed that the following descending 
orders : Cd>As>Zn>Cu>Ni>Co>Pb>Cr. BAF values for Cu, Zn and As were hig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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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ite (Site C) while Cr, Co, Cd and Pb were comparable. Our results indicate 
that a high level of bioaccumulation of heavy metals exist for the manila clam R. 
philippinarum in transplanted site of Shihwa Lake. Once TPP is operating, the highly 
polluted sediments from Shihwa Lake might be discharged into the outer sea and 
influences on marine organisms (e.g., manila clam) for long times. Thus, it can cause 
the potentially detrimental effects on human health. Th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cumulative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coastal ecosystem and environments will 
be necessary after the operation of TPP.

Keywords: Manila clam(바지락), Transplantation experiments(이식실험), 

Heavy metal( 속), Tidal power plant(조력발 소), Bioaccumulation 

factor(생물농축계수) 



시화호 퇴 물 주상시료를 이용한 미량 속 오염 역사 

 오염도 평가

나공태, 이정무, 김경태, 방재 , 김은수 (한국해양연구원)

The extent and historical trend of metal pollution recorded in core sediments 

from an artificial Lake Shihwa, Korea

Kongtae Ra, Jung-Moo Lee, Kyung-Tae Kim, Jae-Hyun Bang, 

Eun-Soo Kim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We present the vertical profiles of trace metals such as Cr, Co, Ni, Cu, Zn, As, Cd 

and Pb in core sediments to evaluate the extent and the historical record of metal 

pollution of an artificial Lake Shihwa, Korea. A markedly increase of metal 

concentration after the late 1970s was observed and maximum concentration of 

metals occurred, suggesting that Lake Shihwa had become extremely polluted due to 

the industrial effluents from Banweol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tarted in 1979 and 

Shihw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tarred in 1986. Completion of dike construction 

in 1994 caused the limited water exchange and consequently metal pollution was 

accelerated. Since 2001, metal concentrations profiles show upcore decreasing trends 

in recent sediments. This could be accounted for improvement of sediment quality 

by enhancing of water exchange for periodical opening through watergate with 

abandonment of original reclamation plan. However, metal concentrations are higher 

in the present than in the past. The results of enrichment factor and pollution load 

index for metals indicates that the metal pollution of Lake Shihwa is mainly derived 

from Cu, Zn and Cd loads by industrial activities. Additionally, the concentration of 

Cr, Ni, Cu, Zn, As and Pb in the upper part of sediments corresponding since the 

1980s exceeded the ERL guideline values by NOAA. For SH04 core collected in the 

vicinity of industrial complex, extremely higher concentrations of Ni, Cu and Zn 

exceeding ERM value are found for sediments deposited at the top 32 cm. We 

conclude that inadequate planning and management of industrialization and large 

reclamation project by dike construction continued to highly accelerate metal 

pollution in Lake Shihwa over the past 30 years. The next environmental issue of 

study area is the operation of Shihwa tidal power plant in May 2011. This event 

seems to improve the metal pollution by enhancing water exchange similar to 

opening of watergate whereas the resuspension of heavily polluted sediments derived 

from tidal power plant might be potentially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s and 

ecosystem around Lake Shihwa. We propose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efficient management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operation of tidal 

power plant. 

 Keywords: Trace metals(미량 속), Metal pollution(미량 속 오염), 

Lake Shihwa(시화호), Tidal power plant(조력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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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shore Bar 발달과 다 포 주변 해안선 변화 과정에 한 연구

박정 (부경 학교 학원 해양산업공학 동과정), 윤한삼(해양산업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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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Longshore Bar and Coastline at Dadaepo Beach Area
   

J.H. PARK, H.S. YOON and Y.J Je(Pukyong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 포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7년 8월부
터 2010년 12월까지(약 41개월) 획득되어진 비디오 상으로부터 연안사주인 도요등 동측 끝단의 해
안선 경년변동과 연안사주 끝단에서 생성되는 사취의 발생 상  다 포 해빈 면의 Longshore 
Bar에 하여 연구하 다. 결과 으로  경년별 도요등 해안선 변화 양상은 도요등을 심으로 배후
면의 경우 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체 으로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외해 방향의 경우 
2007∼2008년은 약 5 m/month의 변화율로 해안선이 외해방향으로 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해안
선의 진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009∼2010년은 3 m/month의 변화율로 해안선의 후퇴가 진
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연안사주인 도요등 동측 끝단으로부터  모양으로 사취
(spit)가 생성․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포 해빈 면의 Longshore Bar 형성  해안선 변
화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paper were studied that the development and long-term morphological changes using a 
video-based monitoring system for an sand bar(longshore bar), the surroundings area Dadaepo 
beach. The bar included a shoal and sand spit has been monitored using the video camera since 
Aug. 2007. Using the video images, annual variation in the shoreline of Doyodeung was 
investigated quantitatively, revealing coastline variations the appearance of the spit-type sandbar 
in the foreshore region. Monthly shoreline variation over 41 months showed that the foreside 
shoreline at the east coast of Doyodeung and Dadaepo beach of foreshore moved forward to the 
offshore direction at approximately 3∼5 m/month.

K ey w ord s : Dadaepo beach, Doyodeung, Longshore bar, Video-based Monitoring

1. 서 론

  

   최근 해안선 변화를 찰하기 해 상 으로 은 비용과 장기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박 등, 2010; 국토해양부, 2006).
   본 연구의 상해역인 다 포 인근 해역은 육역으로부터 공 되는 퇴 물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담수와 
해수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아울러 주기 인 조석작용, 외해 입사 랑, 하구의 지형특성  하구내의 흐름 등 
다양한 향요소들에 의해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윤 등, 2008). 이러한 향요소에 의해서 연구 해역의 해안 

는 사주의 퇴   침식 상은 하구폐쇄, 하구사주와 연안사주의 발달  해안선 변형 등과 같은 여러 가
지 형태로 표출된다. Fig. 1은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의 다양한 요소  연구해역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결
과를 종합하여 해안선 변화의 개념도를 정리한 그림이며 사취의 발달과정  Longshore Bar의 생성에 한 
부분을 모식화한 그림이다.
   도요등의 동측 끝단은 시간term의 변화  event성 환경에 따라 해안선의 퇴 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박 등, 2010).  따라서 연구 상해역과 같이 범 한 해역에 지속 으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 해역에서 술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지형 발달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요
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포 해수욕장 북측 아 트 옥상에 설치되어진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약 41개월) 취득된 비디오 상data를 이용하여 연안사주인 도요등 동측 끝
단의 해안선 경년 변화와 연안사주 끝단에서 생성되는 사취(Spit)의 발생 상  다 포 해수욕장 면에 
생성되고 있는 Longshore bar와의 연 성을 통해서 도요등 동측 해안선의 변화 상에 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해석방법에 해서는 윤 등(2008)과 박 등
(2010)의 연구결과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 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다 포 해수욕장 인근에 치한 아 트 옥상에 다 포 해수욕장 면 두 곳과 도요등 동측 
한곳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매시 정각과 30분 간격으로 상을 취득하
도록 설정하 다. 비디오 모니터링 시작시 은 2007년 8월 11일부터 최근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본 연구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shoreline changes and enviromental 

precess mechanmism for sand bar Doyodeung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에서 도출한 결과는 2010년 12월 31
일까지의 상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비디오를 통해서 측된 상과 실
제 거리와의 보정을 하여 간조에
서 만조까지의 한 조석 주기 동안 

측거의  자를 이용하여 설
치된 GCP(Ground Control Point)  
원하고자 하는 단면의 거리를 직  

측하 다. GCP는 상에서 단이 
용이하고, 갈 가 없는 지   상

으로 높은 지 에 설치하 으며 
총 5 을 설치하 다. 5   앙 1

의 기 (35°2'57.76"N, 
128°57'20.17"E)을 심으로 도요등 
서측으로는 총 4개의 단면을, 도요등 
동측으로는 총 5개의 단면을 2 m×2 
m의 흰색 깃발을 표식으로 나타내
었으며, 이와 동시에 비디오 data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매회 측된 
자료를 수집된 상과 비교하여 오
측을 최 한 방지하 다. 한 GCP 
측정의 정도향상을 해 2008년 8월 
28일과 2009년 10월 16일 총 2회에 
걸쳐 GCP  설정 단면 측량을 실시하 다(박 등, 2010).
비디오 카메라의 GCP 상 치와 실제 치  길이를 상 으로 확인한 후 각 조사 단면별로 단  픽셀
당 실제 거리를 구하 고, 도요등의 최동측에서 300 m 떨어진 지 까지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 세부
인 연구 방법에 해서는 윤 등(2008)과 박 등(2010)의 연구결과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
다.

3. 결과  고찰

3.1 비디오 상을 통한 해안선 변화

본 연구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평조 (95 cm) 상을 이용하여 도요등 동측 해안선
의 경년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 다.
Fig. 2는 측이 시작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평조 (95 cm) 조건에서의 도요등을 촬 한 상
을 나타낸 것이다. 상으로부터 개략 인 해안선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구둑 방향의 도요등 배후면의 경우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지만 2007∼2009년 외해 방향의 해안선의 경우 불규칙 으로 진과 후퇴를 반복하면
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 으로 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0년의 경우 체 으로 해안선이 
후퇴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획득되어진 비디오 상을 이용하여 해안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3∼Fig. 6과 같다.
2007년의 월별 해안선의 체 인 양상을 나타낸 Fig. 3을 살펴보면 도요등에 설치한 기 을 심으로 도
요등 후면에서는 해안선이 2 m/month의 변화율로 진과 후퇴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일정한 변동양상
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도요등 면으로는 시간경과에 따라 체 인 해안선의 치가 진하 으나 동계
로 갈수록 약간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4는 2008년의 결과로서 도요등 후면에서는 해안선이 
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나, 면에서는 체 으로 5 m/month 변화율로 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최종 으로는 2008년 12월에는 2008년 1월에 비해 약 30 m 가량 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5
는 2009년의 결과로서 도요등 후면은 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나, 도요등 면에서는 9월의 결과를 제외
하고는 체 으로 큰 변화는 없고, 1 m/month 변화율로 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Fig. 6는 2010년의 
결과로서 도요등 후면은 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도요등 면은 체 으로 3∼5 m/month의 변화율
로 후퇴하 고, 9월과 12월에는 후퇴한 해안선이 정체되는 결과를 보인다.
결과 으로 2007년 8월부터 최근 2010년 12월까지의 비디오 상을 통해 도요등의 해안선은 하구둑 방향의 
도요등 배후면의 경우 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큰 변화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외해 방향의 해안선 변화는 2007∼2008년의 경우 격한 해안선의 진이 확인되고 있고, 2009∼
2010년의 경우 체 으로 해안선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Morphological changes of Doyodeung over approximately 41 months for images observed from video-based 

monitoring system.

Fig. 3 Cross-shore distance variation in the shoreline 

position of each section during Aug.~Dec. 2007.

  

Fig. 4 Cross-shore distance variation in the shoreline 

position of each section during Jan.~De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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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ross-shore distance variation in the shoreline 

position of each section during Jan.~D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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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shore distance variation in the shoreline 

position of each section during Jan.~Dec. 2010.



3.2 다 포 해빈 면의 Longshore Bar

일반 으로 사취는 한쪽 끝이 해변에 붙어있고 해류의 흐름 방향으로 길게 돌출된 끝부분이 새의 부리모양
으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의 지형으로, 사취가 길게 연속 으로 발달하면 톱니모양의 긴 일련의 퇴 지형이 
형성되는데 이를 분기사취(Recured spit) 는 복합사취(Compound spit)라 한다(박 등, 2010). 도요등의 사취
는 연안사주 끝단에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다 포(몰운 )의 지형  특성상 사취가 연안측으로 
휘어지는 것보다 외해 방향으로 진 발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역으로부터 유출되
는 하천수의 향으로 일정한 패턴의 형태를 가지기 보다 최근에는 연안사주와 떨어진 형태의 독립된 연안
사주가 생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7은 2008년 8월과 2011년 3월에 취득되어진 비디오 상  2011년 3월에 취득된 일반카메라 상이다.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다 포 해수욕장 해안선의 앙부분이 톰볼로 형상으로 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안선에 평행한 Longshore Bar가 생성  발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요등 동측 끝단에서 
시작된 사취가 발달하면서 다 포 해빈 면에 독립된 연안사주(Longshore Bar)를 생성하고 이는 하천수의 
유출, 랑의 내습 방향,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 특징이 규정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에 

한 보다 면 한 분석  검토가 요구된다.

Fig. 7 Observed video image at Aug. 2008, May. 2011 and snapshot of study site.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 포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약 41개월) 획득되어진 비디오 상으로부터 연안사주인 도요등 동측 끝단의 해안선 경년변동과 연
안사주 끝단에서 생성되는 사취의 발생 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별 해안선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도요등의 해안선은 도요등 배후면의 경우 진과 후퇴를 반복하지
만 최종 으로 큰 변화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2007∼2008년의 외해방향의 경우 격히 해안선이 외해 방
향으로 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2009∼2010년의 경우 체 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 연안사주인 도요등 동측 끝단으로부터  모양으로 사취(spit)가 생성․발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 포 해빈 면의 Longshore Bar 생성  해안선 변화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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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도 면 해빈 식생 선의 시공간  변화에 한 연구

제 (부경 학교 학원 해양산업공학 동과정), 윤한삼(부경 학교 해양산업개발연구소), 
박정 (부경 학교 학원 해양산업공학 동과정)

Spatiotemporal Variation of Foreshore Vegetation Belt Line on the Jinu-do 
Coast

Y.J. Je, H.S. Yoon, J.H.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낙동강 하구역 진우도 면해빈 식생 선의 시공간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2년간
의 인공 성 상자료를 획득하여 연구 상해역의 상자료를 비교분석하 고, 측거의와 
DGPS를 사용하여 3년간의(2008년, 2010년과 2011년) 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Abstract

  To evaluate the spatiotemporal variation of foreshore vegetation belt line on the Jinu-do coast 
in Nakdong river estuary, the comparison of satellite image data for two years and field survey 
during three years using a geodimeter and DGPS were executed.

KeyWords : Jinu-do(진우도), Satellite Image(인공영상), Field Survey(현장조사), 

Vegetation Belt Line(식생대선), Spatiotemporal Variation(시공간적 변화)

1. 서 론 

   해안사구(Coastal sand dune, 海岸砂丘)는 해양으로부터 내륙생태계로 이행되어가는 생태  이행
(ecotone)로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 해안모래 장고, 지하수 장고,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천연의 자연
경 을 가짐으로써 그 기능의 가치가 단히 높다(환경부[2002])
   낙동강 하구 진우도는 재 지속 으로 해안선(Coastline)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일차사구의 식생
(Vegetation belt) 변화도 공간 으로 불규칙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 인 연안표사 공 , 공간상에
서 천해역 내습 랑의 상이함에 따라서 해빈에서의 표사수지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에 
기인한다. 특히 진우도 면해빈의 경우 해 면 수로  Sand wave(Ripple)등의 복잡한 지형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해빈 지형변화  식생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측함에 있어서 재의 계측  분석기술이 
극히 제한 이고, 해안사구의 식생 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
한 사주 해안단면 지형변화 계측  이와 상호작용하는 식생 의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윤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역 진우도 면 해빈 식생 선에 해 인공 성 성자료(2008년, 2010년)를 
통해 식생 선과 해빈단면의 변화를 찰하여 각 연도별 비교분석하 으며, 장조사(2008년, 2010년과 2011
년)를 통해 식생  선의 진/후퇴에 해 시공간  변화를 평가하 다. 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2년 
동안의 하구 사주 면해빈의 식생 선의 변화  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2. 본 론 

2.1 진우도 해안선의 인공 성 상 변화

   재 인터넷 포털에서(Daum, Google, Naver) 제공되고 있는 인공 성 상자료를 통하여 연구 상해역의 
2008년과 2010년에 측되어진 낙동강 하구역 진우도 지역에 한 식생 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비교
방식은 동일한 치와 축척(1:128)으로 어느 표 지역을 선정하여 남동-북서 방향에 특정한 치를 선정하
여 두 지역을 잇는 선을 만들고 식생 선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에서 Daum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결과 으로 그림에서 진우도 식생 선이 2008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에 외해 방향으로 진
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동일한 치와 축척(1:256)으로 인공 성 상자료를 통하여 진우도 해빈단면의 변화에 해 살
펴보았다. 비교방법은 Fig. 2(a)의 2008년 상자료에 식생 선을 따라 라인을 고 그 결과를 Fig. 2(b)의 
2010년 상자료와 오버랩함으로써 비교하 다. 결과 으로 진우도 서측 해빈에서의 식생 선의 변화는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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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이나 앙부에 해당하는 B-C 단면에서의 식생 선은 체 으로 외해 방향으로 진하는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진우도 면해빈의 앙부를 심으로 동-서 방향, 소상 와 소상  배후에 집
으로 식생 선의 발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Google earth
(2008.06-09)

(2004.07)

Daum Map data 2008

Daum Map data 2010

Fig. 1 The Satellite Image of Jinu-do for two years and red line showed the vegetation belt line.



(a) 2008 year                            (b) 2010 year
Fig. 2 The Satellite Image of Jinu-do and variation of Foreshore Vegetation Belt Line.

2.1 진우도 면 해빈의 식생 선 변화

   본 연구에서는 장조사 방법으로 2008년 2월과 3월, 2010년 1월과 2월 그리고 2011년 3월에 측거의
와 DGPS를 사용하여 식생 선을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약 3년간의 진우도 면해빈 식생 선의 시공간  변
화를 조사하 다. 
   그 결과를 나타내면 Fig. 3와 같다. 그림에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식생 선의 변화가 격하게 발생하는 
지역은 진우도 서측과 앙부에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8년, 2010년과 2011년에 측되어진 
진우도 면해빈 식생 선의 변화는 체 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외해방향으로 선이 이동하 으나 반 로 
진우도 동쪽 지역에서는 식생 선이 변화가 없거나 북측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지속 인 연안표사 공 , 공간상에서 천해역 내습 랑의 상이함에 따라서 해빈에
서의 표사수지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에 기인한다. 즉, 진우도 서측의 경우 녹산공단 
해역으로 유입되는 표사가 진우도 서측에 퇴 됨으로써 소상  지반 상승을 일으켰으나 이에 반해 동측의 
경우 녹산수문으로부터 유출되는 하천수의 향으로 퇴 보다는 상유지 는 침식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
각된다. 여기서 공 된 표사는 결국 랑의 작용에 의한 연안류에 의해서 진우도 앙부에 퇴 되어 소상  
지반 상승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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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eshore Vegetation Line of spatio-temporal variabillity.

3 . 결 론

   본 연구는 진우도 면해빈 식생 선의 시공간  변화를 살펴보기 해 진우도 인공 성 상자료(2008
년, 2010년)를 수집하여 연구 상해역의 상자료를 비교분석하 다. 한 2008년, 2010년과 2011년에 측
거의와 DGPS를 사용하여 식생 선을 따라 장조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진우도 식생 선이 2008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에 외해 방향으로 진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앙부에서 식생 선의 외해 방향으로 진하는 양상이 크며, 소상 와 소상  배후에 집 으로 식생 선의 
발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08년, 2010년과 2011년에 측되어진 진우도 면해빈 식생 선의 변화는 체 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외해방향으로 선이 이동하 으나 반 로 진우도 동쪽 지역에서는 식생 선이 변화가 없거나 북측으
로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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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에서 mesocosm 연구의 활용

양재삼, 정용훈, 송수진(군산 학교 해양학과)

Mesocosm이란 규모 인 측면에서 “ 형(1~1000 m
3
)규모이며, 외부에서 먹이 공  없이 스스로 

유지가 가능하며, 환경의 일부 조건을 인 으로 조  가능한 인공생태계”를 말한다. 이러한 

mesocosm 연구는 1960년  반부터 해양/담수생태계(특히 해양식물 랑크톤)에서 주로 연구되

었으나, 차 확 되어 최근에는 독성학, 육수학, 환경학, 지구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다. Mesocosm을 과학 인 도구로서 사용하기 해서는 재 성

(replicability), 반복성(repeatability), 생태학  실성(ecological realism)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들

의 객 인 평가는 통계기법을 통해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성 질생태계를 한 연구에 

mesocosm을 사용할 경우에는 규모, 퇴 물과 해수의 조성, 량, 난류, 물 교환율, 포식자 등에 

해서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Mesocosm은 수치모델분야와 상호 보완하여 “생태계의 살아 움

직이는 모델”로서 독성물질에 한 생태계의 반응  독성물질의 거동, 지구온난화에 한 생

태계  지구환경 반응 등 다양한 범 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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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의한 환경변화: 

mesocosm 연구

정용훈, 양재삼, 송수진(군산 학교 해양학과)

 지구 인 해수면 상승에 의해 2080년까지 세계의 연안 습지의 약 28%가 손실될 것으

로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한반도의 1.2%가 향을 받으

며, 특히 지리 으로 서해안이 남해안과 동해안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 연안지역의 토양이 해수로 침수되었을 때 지화학

인 반응을 조사하기 해 mesocosm 실험을 수행하 다. Mesocosm은 조구, 황토, 담수

뻘, 모래로 조성하 고, 각각 3개의 반복구를 두었다. 각 실험구에 해수를 침투시켜 35일

간 수질  질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DO는 황토와 모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 고, 담수뻘에서는 격한 감소를 보 다. pH는 황토에서는 기에 격히 감소하

고, 모래와 담수뻘에서는 서서히 감소하 다. TP의 경우에는 황토와 모래에서는 퇴 물

로 제거되고, 담수뻘에서는 퇴 물로부터 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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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유기오염 질의 인 용출 억제
김경회(히로시마 학), 山本民次(히로시마 학), 原田啓太(히로시마 학), 이인철(부경 학교)

Suppression of Phosphate Release from Coastal Sediments 
using Granulated Coal Ash

K.H.Kim (Hiroshima Univ.), T.Yamamoto (Hiroshima Univ.), 
K.Harada (Hiroshima Univ.), I.C.Lee (Pukyong National Univ.)

                

요 약
히로시마만에서는 질에서의 인 용출에 부 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유기오염 질의 인 용출 억제효과를 검증하기 

해, 히로시마만의 질에 석탄회 조립물을 혼합한 실험구를 조성하여 모니터링
을 실시하 다.
실험구에서는 pH가 8.5까지 상승하 으며, 니 의 유기물 함유량  AVS는 
감소하 다. 한 간극수 의 인산염 농도가 감소하 으며, 석탄회 조립물의 흡
착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실험 결과로부터, 석탄회 조립물을 니에 혼합하는 것은 간극수 의 인산염 농
도를 이는데 효과 이며, 니에서의 인산염 용출 억제에 유효한 것으로 단
된다. 부 양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안의 오염 질에 석탄회 조립물을 혼합하
는 것은 부 양화의 억제에 유용한 처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lease of nutrients from sediments is one of main causes of eutrophication 
of water column in Hiroshima Bay.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suppression of phosphate release from sediment using granulated coal ash, 
field experiment was carried out during 1 years.
Sediment p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up to 8.5 in the experiment site. 
Organic contents of the sediments and acid-volatile sulfide (AVS) 
significantly decreased. Phosphate concentration in the interstitial water of 
sedimen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site, which may be 
doe to adsorption onto GCA.
It was proven that granulated coal ash can effectively adsorb phosphate from 
interstitial water in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s and suppress release rate 
of phosphate from the sediments to the upper water column. Consequently, it 
is recommended that application of granulated coal ash to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s in other areas where they suffer from similar issues.

K e y w o r d s  : Suppression of Phosphate(인 용출 억제), Coal Ash

(석탄회),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s(유기오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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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유기오염 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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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diation of Organic Enriched Sediment by using Granulated Coal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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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쇄성 해역의 유기오염 질을 개선하기 하여 석탄회 조립물을 환경복원재료로 

이용하는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석탄회 조립물의 유기오염 질의 

복원기능을 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석탄회 조립물의 질개선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황화수소의 흡

착  발생억제, (2) 인의 흡착  용출억제, (3) 유기물의 분해, (4) 석탄회 조립물

층 내부의 유동성 유지, (5) 지반개량재료로서의 효과, (6) 해조류의 부착 진. 

이상의 결과로부터 석탄회 조립물은 유기오염 질을 개선하여 폐쇄성 해역의 부

양화  빈산소화 등을 억제하는 환경복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 

환경복원기술로서 사용이 기 된다.

ABSTRACT

Use of granulated coal ash has been utilized as materials for environmental 

remediation in enclosed bay.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valuate ability of 

granulated coal ash on the remediation of organic enriched sediment.

The abilities of granulated coal ash on the remediation of organic enriched 

sediment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dsorption of hydrogen sulfide and  

suppression of its production, (2) adsorption of phosphorus and suppression of 

its release, (3) degradability of organic matter, (4) fluidity in the granulated coal 

ash layer, (5) improvement of cohesive sediments and (6) enhance of marine 

plants adhesion.

It was proven that granulated coal ash can effectively remediate organically 

enriched sediments, and as a results, it can be a adequate method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by suppression of occurrence of eutrophicated and 

hypoxic water.

Keywords : Granulated Coal Ash(석탄회 조립물), Remediation of 

Organic Enriched Sediment(유기오염 질개선)

1. 서 론

   도시지역을 유하하는 하천  하천의 하구, 그리고 폐쇄성해역의 질오염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는 

표 인 기술로서, 석탄회 조립물을 질개선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다. 바지락 서식지의 재생, 

하안  해 에 퇴 한 유기오염 질의 개선에 련한 실증실험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석탄회 조립물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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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omposition ratio of each material.                     Fig. 2 Structure of Granulated Coal Ash.

 

료특성이 생물의 성장  유기오염 질의 정화에 효과 인 것으로 밝 졌다. 본 논문에서는 석탄회 조립물의 

질개선재료로서의 기능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 석탄회 조립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기오염 질을 유효자

원으로 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는 유기오염 질의 개선에 소요되는 막 한 비용의 감으로 이어질 것

으로 기 된다. 

2. 석탄회 조립물의 특징

(1) 석탄회 조립물의 물리  특성

   석탄회 조립물의 입경은 5 mm - 40 mm 범 로 앙입경은 20 mm 정도이다. 한 다공질로 비 이 가

벼워서, 건조 도는 0.8 - 1.1 t/m3, 습윤 도는 1.0 - 1.4 t/m3 의 범 이다.

(2) 석탄회 조립물의 조성

   석탄은 식물기원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연료이고, 이를 연소(산화) 시킨 것이 석탄회이다. 즉, 석탄회의 성

분은 식물이 가지는 원소에 산소가 결합한 산화물이다. 석탄회 조립물이 환원상태에 있는 유기오염 질에 효

과가 큰 것 한 석탄회 조립물의 조성에 기인한다. Fig. 1에 석탄회 조립물의 조성비를 나타내었다. 석탄회 

조립물에는 규소, 알루미늄, 칼슘등을 포함한 물질이 주성분이며, 이외에도 철  마그네슘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석탄회 조립물에 포함되어 있는 극미량 속의 함유량은 토양오염기 보다 낮으며, 일반 인 토양의 

함유량과 비슷한 수 이다. 

   수 에 석탄회 조립물을 산포할 경우, 칼슘  규소등이 용출하여, 조립물층 내의 pH가 조  상승한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 결과 황화수소의 발생억제  흡착효과, 인의 흡착, 부착조류의 증식등 기존의 모래 

 자갈을 이용할 경우 볼 수 없었던 환경개선효과가 있다. 한 Fig. 2에서와 같이 조립물은 0.02 μm 에서 

피크를 가지는 미세한 간극이 체 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활성탄에 필 하는 흡착  탈취 효과를 가

지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질재선재료로 이용하는 석탄회조립물의 입경은 3 -30 mm 로 평균입경은 약 10 

mm 이다.

3. 석탄회 조립물의 질개선기능

(1) 황화수소의 발생억제  흡착

   황화수소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황산환원균은 높은 pH에서 활동이 억제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Santana, 

2008). 석탄회 조립물 산포는 pH를 조  상승시켜 황화수소의 발생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석탄회 조

립물에는 황화수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실내실험을 통해 밝 졌으며 (Asaoka등, 2009), 석탄회 조

립물을 산포한 곳에서는 황화수수의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 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석탄회 조립물은 황화

수소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황화메틸 등 미처리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제거능력 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3).



  

Fig. 3 Deodorization efficiency of Granulated Coal 

       Ash. 

 

Fig. 4 Decomposition of organic matter in the     

        layer of Granulated Coal Ash.

(2) 인산염의 흡착

   석탄회 조립물에서 장기간에 걸쳐 용출되는 칼슘 이온은, 인산염과 반응하여, 인산아 타이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 양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밝 졌다 (Asaoka et al., 2009). 석탄회 조립물로 유기오

염 질을 피복할 경우 모래로 피복했을때 보다 간극수 의 인산염농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saoka et al., 2009).

       

(3) 유기물의 분해

   석탄회 조립물층내에 퇴 한 유기물은 호기  상태  기  상태로도 분해되는것을 알 수 있다(Fig. 4). 

유기오염 질이 기 으로 분해되는것은 조립물내의 pH 상승으로 인해 알카리상태에서 유기물의 분리 

(DOC의 용출)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5에 유기오염 니에서의 유기물 분리개통을 나타내었다. 니에

서 유기물이 분리하면 H+가 발생하여 자가 축 하기 때문에 TEA의 ODU화가 진행되지만, Ca2+가 니에 

존재하면 토립자 표면에 부착하는 H+와 Ca2+가 치환하여, 간극수내의 H+농도가 증가하여 H+가 해수으로 

유출하기 쉬워진다. H+가 니에서 방출되면, 자도 해수 으로 방 되기 쉬워진다. 유기물질이 기 인 

상태에서도 제거되는 것은 알칼리 이온에 의해 H+  자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4) 석탄회 조립물층 내의 유동성 유지효과

   유기오염 질에서는 간극수의 흐름이 약해짐으로 인해 환원화가 진된다. 즉, 유기오염 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 유기오염 질의 정화가 진된다. Fig. 6와 같이, 투수성이 매우 약해진 하안갯벌에 조성한 침투주 

(갯벌지반내에 매립한 50 cm x 30 cm x 30 cm 의 석탄회 조립물층) 에서는 침투주 내의 투수성을 유지하

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Concept of decomposition of organic              Fig. 6 Variation in water level and DO in the

       matter in the sediments.                                infiltration-Pillar.

       



Fig. 7 Process of shellfish increase after application of Granulated Coal Ash.

(5) 지반개량재료로서의 이용 (고결화)

   하안의 유기오염 질에 2 mm 이하 입경의 석탄회 조립물을 혼합하여 유기오염 니의 강도를 높이는 것

이 가능하다. 석탄회를 혼합한 실트질 갯벌의 실험구역에서는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졌으며, 게

가 구멍을 뚫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생물 서식에도 양호한 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히로시마 오타가와 

(太田川)의 실험구역이었던 실트질갯벌에서는 최 함수비가 약 40% 정도로, 석탄회 조립물을 50%의 비율로 

혼합한 결과, 주민의 근이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확보하 다.

(6) 해조류의 부착 진 (산소의 공 , 생생물, 어류의 먹이로서의 역할)

   석탄회 조립물에서는 부착성조류 (규조류)의 증식에 필요한 규소가 용출하기 때문에 부착조류의 증식을 

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saoka et al., 2008). Fig. 7은 석탄회 조립물의 투입에서 패류

의 서식지로 발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석탄회 조립물을 해 에 산포하면 유기오염 니에서 용

출한 양염이 조립물에 부착하여 박테리아가 조립물에 착생하고, 규조류가 조립물을 피복하여 이를 먹이로 

삼는 패류가 증가하게 된다.

                           

4. 석탄회 조립물에 의한 생태계의 창조사례

(1) 바지락의 생산

   Fig. 8에 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바지락 (Tapes japonica)  꼬막 (Scapharca subcrenata)의 증식실험결

과를 나타내었다. 석탄회 조립물을 이용한 실험이 모래를 이용한 실험에 비해 바지락  꼬막의 증가량이 매

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류의 속 축척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의 결과로부터 석탄회 조립물

은 수산자원 확보의 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밝 졌다.

(2) 잘피의 번식

   해안에 구축한 석탄회 조립물 지반에 잘피를 이식한 결과, 잘피가 양호하게 정착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9). 이는 칼슘등의 알칼리성분이 유기오염 질에서 DOC의 용출을 진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8 Results of culture experiment by using Granulated Coal Ash.



Fig. 9 Picture of eelgrass immediately after and 1.5 year after transplanta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석탄회조립물의 유기오염 질개선 기능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황화수소의 흡착  발생억제, (2) 인의 흡착  용출억제, (3) 유기물의 분해, (4) 석탄회 조립물층 내부

의 유동성 유지, (5) 지반개량재료로서의 효과, (6) 해조류의 부착 진. 이상의 결과로부터 석탄회 조립물은 

유기오염 질을 개선하여 폐쇄성 해역의 부 양화  빈산소화 등을 억제하는 환경복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 환경복원기술로서 사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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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k-Jun Koh(Multidisciplinary Graduate School for Wind Energy,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Rok Kim, Il-Hyoung Cho(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제주시 탑동 호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월 의 발생 원인을 악하고 그
에 따른 응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수행하 다. 수리모형실험은 
탑동호안 1/20 축소모형을 가지고 길이 20m, 폭 0.8m, 깊이 1.0m인 제주 학교 2
차원 조 수조에서 실시하 다. 모형실험에서는 입사 의 주기(0.4~1.5 ) 변화에 
따른 탑동 호안의 반사율을 3개의 고계로부터 측정된 신호에 최소자승법을 
용하여 구하 다.  다른 실험으로 3개의 고와 6개의 조기의 조합을 가지고 월
가 발생하는 입사 의 조건을 찾는 실험을 실시하 다. 한 월  발생 시 호안 

상부구조물의 균열 상을 규명하기 하여 에 의한 압력을 측정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model test on the Tapdong's seawall at Jeju-si is conducted 
to figure out the occurrence of wave overtopping and to find the action plan. 
The series of experiments are carried out with a 1/20 scaled seawall model in 
a two-dimensional wave tank(20m long, 0.8m width, and 1.0 deep) located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the experiments, the reflection coefficients with a 
wave period range from 0.4 sec. to 1.5 sec. are estimated based on a 
least-squares technique applied to the measurements from three probes. As an 
another experiment, the incident wave condition inducing the wave overtopping 
is searched for with the combination of three waveheights and six wave 
periods. Also, the wave pressure on the upper structure of a sealwall is 
measured to investigate the crack phenomena in the occurrence of wave 
overtopping.

Keywords : seawall(호안), model test(모형실험), wave overtopping
(월 ), reflection coefficient(반사율), wave pressure(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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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  담수화사이클 기 해석
이호생, 이승원, 정동호, 문덕수, 김 주 (한국해양연구원)

Analysis of heating and desalination cycle using low temperature seawater 
H.S.Lee, S.W.Lee, D.H.Jung, D.S.Moon, H.J.Kim (KORDI)

                

요 약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정 담수화사이클

을 제안  해석을 수행하 다. 난방사이클은 기본 증기압축식 사이클을 이용하여 1
단  2단압축사이클에 해 해석을 수행하 고, 담수화사이클은 난방사이클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설계  해석을 수행하 다. 난방사이클의 증발기 열원으로 5℃이하의 

온 해수열을 이용하고, 난방수 온도는 60℃ 이상 공 될 수 있도록 해석하 으며, 
사이클 작동유체는 R-134a, R-134yf, R-600a를 용하 다.
사이클 해석 결과, 2단압축사이클을 용할 경우 1단압축사이클에 비해 모든 냉매에
서 압축기 소요동력은 약 15.6% 감소하 고, 성능계수는 약 17.6% 향상되었다. 냉동
법 담수화 사이클의 경우 R-134a에 해서 난방수 60℃ 조건일 때, 1단압축 사이클
에 비해 2단압축사이클을 용할 경우 담수 1kg 생산당 에 지가 약 19.8%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aper presents the analysis of heating cycle and proper desalination cycle 
using low temperature seawater. The basic model of heating cycle is heat pump 
cycle and indirect freezing desalination method is used for seawater desalination. 
The heat source of evaporator is low temperature of seawater with below 5℃ 
and R-134a, R-1234yf, R-600a are applied as a working fluid.
The compressor work decreased about 15.6% with 2 stage compression cycle 
comparing with 1 stage compression cycle and the COP in case of 2 stage cycle 
showed 17.6% higher than that of 1 stage cycle. For indirect desalination cycle, 
the energy per unit fresh water productivity in case of 2 stage cycle showed 
19.8% lower than that of 1 stage cycle.

Keywords : Indirect desalination cycle(간 식 냉동법 담수화사이클), Heating 

cycle(난방사이클), Heat pump(히트펌 )

 
1. 서 론 

최근 등하는 고유가 상황  유가시장의 불안으로 에 지 기에 한 새로운 인식이고 고조되고 있
으며, 국내 산업 반에서도 원자재 수입에 한 원가 감차원의 노력을 넘어 환경 친화 인 에 지 약시
스템의 구축  설비투자를 통한 자구책 마련에 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산
이고 효율 인 설비구축  기술개발투자에 따른 수익창출에 극으로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다. 이처럼, 지속 인 에 지환경 변화 속에서 신재생에 지기술에 한 끊임없는 기술발굴과 정부차원의 
재정 인 융자지원이 비 이 매년마다 증 되고 있으며, 자국의 해외 에 지자원의 수입의존도가 97% 육
박하는 실에서 이를 안할 수 있는 체에 지 자원의 활용에 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생
활의 쾌 성 지향에 따른 가정  상업용 냉난방․ 탕 열수요가 증됨에 따라 에 지 공 면에서의 환
경  제약에 응하는 에 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기 해서 미활용에 지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의 개
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호생 외[2010]).

이  해수 열에 지는 자연에 지로서 온도의 계 변동이 하천수에 비해 고, 동결온도가 약 -2℃로 
낮아 하천수보다 온까지 열 이용이 가능하며, 냉·난방 시 기와 5～10℃ 정도의 온도차를 가지고 있으
므로 (여름에는 기보다 5～10℃ 낮고 겨울에는 기보다 5～8℃ 높음), 히트펌 의 열원으로서 아주 우
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국에 지기술연구원[2008]).

해수 열에 지를 이용한 난방 히트펌  시스템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 지역난방이 에
지의 효율  이용  환경보호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난방 형태임을 일 부터 인식하고(배성호[2006]),  

에 지수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여 정부, 민간, 각종 회의 주도 인 력으로 히트펌  이용  보
에 극 나서고 있다. 북유럽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1982년부터 해수 열원 기기를 지역난방용으

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5℃ 이하의 해수를 이용, 1 MW 이상 의 히트펌  
랜트가 다수 운 되고 있어, 고 도 지역에서 해수는 난방 히트펌 의 우수한 열원임을 알 수 있다. 

한 해수를 열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 보일러 방식의 난방에 비해 탄소배출 감  에 지 비용을 
약할 수 있으므로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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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를 그 빙 (약 -1.8℃)이하로 냉각하면 얼음의 결정이 석출하고 해수 의 염분은 결정 성장 
계면에서 배제되어 해수는 농축된다. 이때의 결정 표면과 결정 사이에 있는 농축수를 분리 세정하고 얼음
을 녹이면 담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원리로 해수 에 얼음을 정석시켜 분리 세정하고 해수를 담수화하
는 방법이 냉동법 담수화이다. 냉동법 담수화는 온에서 이루어지므로 낮은 온도로 인해 시스템의 부식
이 최소화되고 스 일이나 침 의 우려가 고(Rahman[2007]), 해수  수분을 얼음으로 만들기 해 히
트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냉동법 담수화사
이클을 모사하여 사이클 단수  난방수 온도 변화에 따른 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2. 온 해수에 지 이용 난방  담수화사이클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의 경우 기본 인 히트펌 사이클과 동일하다. 60℃ 이상의 난방
수를 공 하기 해 1단압축  2단압축 사이클에 해서 해석을 수행하 다. Fig. 1에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2단압축사이클  이와 연계한 냉동법 담수화사이클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2단
압축사이클은 온의 해수를 히트펌 시스템의 증발기 열원으로 사용하게 해석하 고, R-134a의 2단압축
사이클에 한 p-h선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와 같이 2단압축사이클은 응축기에서 액화된 고
압냉매를 제 1팽창밸 를 거쳐 간냉각기에서 간압력까지 감압하고, 다시 간냉각시에서 분리한 포화
액을 제 2팽창밸 를 거쳐서 증발압력까지 감압시켜 증발기로 보내게 된다. 냉동법 담수화사이클의 경우, 
증발기에서 온의 해수는 작동유체와 열교환하여 수분이 동결되면서 얼음 알갱이와 농축수가 혼합 슬러
쉬 형태로 분리기에 유입된다. 분리기에서 얼음과 농축수는 분리되고 분리된 얼음은 세정기로 유입되어 
생산된 담수 일부분을 이용해 얼음 알갱이 표면의 농축수를 세정한다. 세정된 얼음은 열교환기로 유입되
어 해수와 열교환하여 융해되어 담수가 생성된다. 해수 히트펌 시스템을 이용한 냉동법 담수화 시스템 
성능은 열교환기로 유입되는 해수의 온도  증발기에서 작동유체와 열교환 후 해수  생성되는 얼음의 
비율 등에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 한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  냉동법 담수화사
이클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서 해수 히트펌 사이클을 EES (Engineering Equation Solver)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사하 다. 

Fig. 1 Heating and desalination cycle

   

Fig. 2 P-h cycle of 2 stage cycle

Table 1은 사이클 모사를 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해수 히트펌 사이클의 난방 용량은 35kW, 작동
유체는 R-134a, R-1234yf, R-600a를 용하 고, 압축기 효율은 75%, 증발기 유입 해양심층수 온도를 
5℃, 응축기 출구 난방수 온도를 60∼80℃, 증발기에서의 얼음 생성 비율을 0.2∼0.8로 변화시켜 사이클 단
수, 응축기 난방수 출구 온도, 냉매 변화, 얼음 생성 비율에 따른 난방사이클  냉동법 담수화 사이클 성
능을 비교·분석하 다.

Parameter Value

Seawater inlet, ℃ 5

Working fluid R-134a, R-1234yf, R-600a 

Cycle 1 stage, 2 stage

Compressor isentropic efficiency, % 75

Heating water supply, ℃ 60∼80

Heating capacity, kW 35

Ice ratio, % 0.2 ∼ 0.8

Table 1. Simulated condition



3. 결과  고찰

3.1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은 냉매, 난방수 공  온도, 사이클 단수 변화에 따른 압축기 소

요동력,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 성능계수 등을 비교하 다. Fig. 3은 2단압축사이클에서 난방수 공 온도에 
따른 R-134a, R-1234yf, R-600a의 압추기 소요동력을 나타내고 있다. R-1234yf의 경우 GWP가 4로서 지
구온난화지수 측면에서 기존 HFC계 냉매를 체할 수 있는 냉매로서 최근 부곽되고 있어 본 사이클 해석
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난방수 공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냉매의 소요동력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R-1234yf의 경우 세 가지 냉매에서 가장 높은 압축기 소요동력을 나타내었다. Fig. 4는 2
단압축사이클에서 난방수 공 온도에 따른 세 가지 냉매의 고단압축기 토출가스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온 난방수의 경우 1단압축사이클에서는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압축기내 오일 탄화 등 
압축기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단압축사이클 등 사이클 효율을 상승시키면서 압축기 토출
가스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이클 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난방수 80℃의 경우 
R-134a가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고, R-1234yf의 경우 2단압축사이클에서 소요동력이 다른 냉매에 비
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토출가스 온도 측면에서는 안정 인 시스템 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에서는 세 가지 작동유체의 성능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냉매인 R-600a가 모든 난방수 온도 
역에서 가장 높은 성능계수를 나타내었고, R-134a의 경우 R-1234yf에 비해 약 7.8%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Fig. 6은 1단압축  2단압축사이클에서 R-134a의 성능계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단압축사이클을 
용했을 때, 1단압축사이클에 비해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  소요동력은 각각 평균 9.7%, 15.6% 감소하
고, 사이클 성능계수는 약 17.6% 증가하 다.

Supply water temperature [
o

C]

55 60 65 70 75 80 85

C
o
m
p
re
ss
o
r 
w
o
rk
 [
kW
]

9

10

11

12

13

14

15

R-134a

R-1234yf

R-600a

Q
c
 = 35 [kW]

Cycle : 2 stage

Fig. 3 Compressor work

   
Supply water temperature [

o

C]

55 60 65 70 75 80 85

D
is
c
h
a
rg
e
d
 t
e
m
p
e
ra
tu
re
 [

o
C
]

60

65

70

75

80

85

90

95

R-134a

R-1234yf

R-600a

Q
c
 = 35 [kW]

Cycle : 2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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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P vs cycle stage

3.2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냉동법 담수화사이클
                   

Fig. 7은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 사이클의 난방수 공  온도가 60℃이고 냉매가 R-134a일 때, 
증발기에서의 얼음 생성 비해에 따른 생성 담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얼음 생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증발기에서의 생성 담수량은 증가하고 있다. 얼음 생성 비율이 0.8일 경우가 0.2일 때에 비해 
생성 담수량은 약 29.7% 증가하 다. Fig. 8은 R-134a를 용한 2단압축사이클에서 난방수 공  온도  
증발기에서의 얼음 생성 비율에 따른 담수 1kg 생산에 따른 소요 에 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
이 얼음 생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난방수 공 온도가 감소할수록 소요 에 지는 감소하 다. 이는 난방수 
공 온도가 감소할수록 히트펌 사이클 성능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냉동법 담수화 시스템에서의 소
요 에 지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Fig. 9는 히트펌 사이클의 난방수 공 온도가 60℃이고, 냉매가 
R-134a일 때, 1단  2단압축사이클에서 증발기 내 얼음 생성 비율에 따른 담수 1kg 생산에 따른 소요 에
지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2단압축사이클을 용할 경우 1단압축사이클에 비해 담수 1kg 생

산당 에 지가 평균 1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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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온 해수에 지를 이용한 난방사이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냉동법 담수화사이클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해수 히트펌 사이클을 모사하 고, 냉매, 사이클 단수, 난방수 공 온도에 따른 난방사이클과 증발

기 내 얼음 생성 비율에 따른 냉동법담수화사이클 성능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단압축사이클에서 난방수 공 온도에 따른 R-134a, R-1234yf, R-600a의 압추기 소요동력은 난방수 

공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냉매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1234yf의 경우 세 가지 냉매에서 
가장 높은 압축기 소요동력을 나타내었다. 

R-134a를 용한 2단압축사이클에서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  소요동력은 1단압축사이클에 비해 각각 
평균 9.7%, 15.6% 감소하 고, 사이클 성능계수는 약 17.6% 증가하 다. 

R-134를 용한 2단압축사이클에서 얼음 생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난방수 공 온도가 감소할수록 소요 
에 지는 감소하 다. 

1단  2단압축사이클에서 증발기 내 얼음 생성 비율에 따른 담수 1kg 생산에 따른 소요 에 지를 비
교한 결과 2단압축사이클을 용할 경우 1단압축사이클에 비해 담수 1kg 생산당 에 지가 평균 19.8%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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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컨테이 선 연돌 주 의 열 유동 시뮬 이션

정노택(울산 학교), 최 건( 공업)

HEAT FLOW SIMULATION AROUND THE FUNNEL OF LARGE 
CONTAINER CARRIER

Rho-Taek, Jung(University of Ulsan), Dae-Geon, Chio(Hyundai Heavy Industry)

요 약
     선주사는 운항 경제성에 의해 컨테이 선의 형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세계 항만인 라 시설을 최

로 이용하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컨테이 선의 형 선박용 엔진  보기의 부하

량이 증 됨에 따라 배기 의 설계상에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 주요인자로서는 배기가스 배출량  

배기가스 온도에 의해 주  거주구상에 치한 주요기자재의 손상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주구와 연

돌이 일체형인 컨테이 선의 특성에 따라 200℃ 이상의 고온 배기가스가 직경 3미터 이상의 형 배기

을 통하여 약10m/s의 속도로 배출되는 상황에서 선박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선미에서 바람이 불어 닥칠 

경우, 거주구 상부에 배치된 장품(radar, antenna, navigation light & etc)이 배기가스 열에 의한 손상을 

받아 선박의 안  운항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로 2006년부터 선주에게 인도

된 컨테이 선  일부 호선에서 배기열에 의한 손상과 련되어 A/S 가 발생하고 있다

배기  설계자의 에서 거주구에 설치된 장품의 열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첫째, 거리를 최 한 이

격 시켜야 하지만 Air Draught와 Radar의 Blind Sector와 같은 제약조건에 의하여 배기 의 높이와 각도 

조 이 용이하지 않고 둘째, 배기가스의 배출속도를 증가 시켜야 하나 각 기계 제조사에서 제한하는 배기

의 마찰손실 제약조건에 의하여 배기 의 경을 이거나 배기  끝단형식 변경 방법도 쉽게 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돌로부터 배출되는 고온 배기가스의 류와 확산의 양상에 따라 주  장품에 향을 미칠지 

악하는 것은 배기 의 설계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직

실험보다 비교  근이 용이한 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을 이용한다. 우선 선박

이 항해 에 선미에서 바람을 받을 경우(following wind)를 가정하고 비구조격자를 구성하여 2차원으로 단

순화시켜 Navier-Stokes 방정식과 열의 류확산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아래그림은 계산격자를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For the design of the funnel on the large container ship, the heat flow around the end of 
exhaust gas pipe must be considered. Because,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Electric equipment 
installed on the wheelhouse top was damaged by the emitted heat from exhaust gas pipe.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concerning above kind of Ship Owner Claim Report, it was happened when the 
wind blow from the stern. Most of Electric equipments are allowed under 55℃ temperature 
environmental condition But, over 200℃ exhaust gas is emitted only 3～5m after side through the 
large sized steel pipe.
In order to the best design for the funnel, one of the tool for the issue is us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the heat flow analysis and simulation using 
2-dimensional modeling which consists of the unstructured Finite-Volume technique

          Keywords : Funnel(연돌), CFD( 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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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Concentr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of 

Petroleum Hydrocarbons in Water Accommodated Fractions (WAF) of 

Iranian Heavy Crude Oil

C. Joo1,2, S.Y. Ha1, U.H. Yim1, G.B. Kim2, W.J. Shim1

1 Oil and POPs Research Group,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Geoje, Korea
2 Department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HSOS) incident in December 2007, Korea, a 

number of bioassays with water accommodated fraction (WAF) of the 

spilled crude oil have been conducted in many laboratories. However, much 

of these data were not comparable because of differing WAF preparation 

methods used, as well as lack of analytical verification of exposu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WAF preparation with Iranian 

Heavy Crude Oil (IHCO), a major spilled crude oil in HSOS. Factors 

affecting concentration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 a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their chemical composition depending on 

mixing speed, mixing duration, filtration of oil droplet, retention period and 

oil loading in WAF of IHCO in seawater were studied. Mixing speeds (110 

and 200 rpm) do not significantly (p > 0.05) affect TPH level of WAF. The 

functional saturation of TPH concentrations were attained within 24 h from 

6 h to 48 h mixing duration. The TPH levels after filtration of WAF 

decreased by about 10 %, which implies 10% of TPH level in the WAF 

was contributed by oil droplet. TPH concentration of WAF stored in 

refrigerator demonstrated slight reduction for the first 12 h and remained 

comparable for 8 days. Parent and alkylated PAHs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for 8 days. sequential dilution of WAF showed liner 

relationship between TPH concentration and dilution rate, while variable oil 

loading rate showed log-normal distribution of TPH in WAF.

K eyw ord : HSOS, WAF, TPH,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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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처리제 사  장용 테스트도구 활용의 이해

김  환, 신  수, 김 인 구, 정 경 은, 이 선 종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소)

Study on how to use the Pre-field test kit for dispersants effectiveness

Y.H.Kim, Y.S.Shin, I.G.Kim, K.E.Jung, S.J.Lee (Korea Coast Guard Research Institute)

요 약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사고 시 유처리제 

사용에 하여 일부 환경단체  다수의 언론에서 화학물질 사용이 오히려 해양에 2차 오염을 가

시킬 수 있다는 부정 인 견지를 밝힌바 있었다. 

  유처리제 사용에 한 찬반론은 1960년  국에서 발생한 Torrey Canyon호 오염사고시 사용했

던 1세  유처리제(합성세제류)로 인한 해양환경에 한 독성문제에서 기인한다. 이후 독성을 감

시킨 새로운 형태의 유처리제가 개발되었고, 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으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처리제 사용에 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듯 방제방법  하나인 유처리제 살포

련 문제는 비단 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 사고에서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에 

유처리제 사용에 하여 신 한 선택과 과학 인 근거가 무엇보다 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름이 유출된 해상에 유처리제를 용하기  장시험방법을 통하여 유처

리제의 분산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표  사례인 호주의 유처리

제의 효율 특성을 한 장테스트 시험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장시험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한 이것은 방제작업 이후 방제비용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귀 한 근거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는 , 효율 이고 합리 인 방제를 한 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 향

후 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방법을 완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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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지 상 폐기물의 감축실태
최 규, 신춘식, 도재만, 김경도, 이득근(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정연부(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표 모(해양경찰청 방지도과)

Reduction Condition of the Materials which Prohibited Ocean Dumping

H.K.Choi, C.S.Shin, J.M.Tho, K.D.Kim, D.G.Lee(Taean Coast Guard Station,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Division)

Y.B.Jung(West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Marine Pollution Response Division),

G.M.Pyo(Korea Coast Guar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 Guidance Division)

요 약

   ‘88년부터 정부는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 해역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실시한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어, ’06.3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리 종합 책을 

국토해양부를 심으로 추진하기에 이르 다. 주요 내용으로는 ‘11년까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을 

400만㎥이내로 배출하는 것과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이하 ‘음폐수’)를 해양배출 지하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한민국을 유일한 하수처리오니   

해양배출국가로 지목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 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국내

으로는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음폐수의 해양배출 지를 한 해양환경 리법 개정이 추진 에 

있다.  하수처리오니  음폐수는 환경부에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분뇨 폐기물은 농림수산식

품부에서 해양배출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지속 으로 추진하여 왔다. 가축분뇨와 하수처리오니 해양

배출이 지되는 201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 에서 해양배출 감축  육상처리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하수처리오니 해양배출량은 ‘06년 해양배출 감축이 시작된 이 후 1,640천㎥에서 1,093천㎥(’10년) 

으로 감축되어 약 547천㎥(33%)이 감축된 실정이다. 육상처리 방법인 소각, 탄화, 녹생토, 지 이 

분변토 등으로 처리하는 물량은 경제 , 계  요인에 따른 유동성이 많고, 소각시설 설치시 님비

(Nimbi) 상 등으로 육상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되고 있다. 도시에 치한 일부 하수처리오니 

배출시설은 해양배출 지를 불과 8개월 남겨놓은 시 까지 뚜렷한 육상처리 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책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는 해양배출 감축 이후 상기지역 해양배출량은 2,607천㎥(‘06년)에서 1,039천㎥(’10년)으로 

약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육상처리 방안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시설  

액․퇴비화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고 있다. 가축분뇨 사업장  면 이 1,000㎡이상 되는 규모   

사업장은 자체 육상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 시설에 가

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자체 처리시설인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 수요기간이 철 등

으로 한정되어 있고, 퇴비시설의 경우 수요처 미 확보시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가축분뇨 해양

배출 지 이후 원활한 육상처리를 해서는 규모 가축농가에서도 공공처리시설 등에 유입할 수 

있도록 계기 에서 제도 인 문제가 우선 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Keywords :  해양배출 지, 가축분뇨, 하수처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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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해수면온도(SST)자료 생산 시스템  다종 성 융합 연구 소개
오 은 경, 양 찬 수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The report of real time SST data producing system and merging satellite SST 

data

E. K Oh, C. S. Yang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바다에서 기와 해양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해수면온도(SST)는 가장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SST는 일반 으로 인공 성에 의한 측과 장 

측을 통해 얻어지는데, 성기반의 SST는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의 증가로 향후 

계속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에서 수

신 에 있는 NOAA/AVHRR SST자료를 상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한 시스템

에 한 황 소개와 다종 성을 이용한 SST 융합에 한 설계에 소개 하고자 한

다. 융합에 쓰인 센서는 MODIS, AVHRR, MTSAT-1R이고, 합성장의 시/공간 해

상도는 각각 약 8시간 1.1km이며 한반도 심의 역이다(23-49°N 117-142°E). 합

성 식은 해수면온도 정확도에 따라 합성 방법에 가 치가 달라지는 

Gauss-Markoff 이론에 근거한 식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 효과는 시

간 해상도를 8시간 임으로서 더 활용도 높은 자료를 산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다.

Keywords : Terascan system(테라스캔 시스템), Merging 

SST(SST 합성), Sea Surface Temperature(해수면 온도)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 분석  평가에 한연구
이승 , 이문진, 김홍태, 김선동(한국해양연구원 해양안 ·방제기술연구부), 

서재 (한밭 학교 산업경 공학과)

A Study on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 Influencing 

Factors of Submerged Marine Debris Accumulation
Seung-Hyun Lee, Moon-Jin Lee, Hong-Tae Kim, Seon-Dong Kim(MOERI/KORDI), 

Jae-Joon Suh(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  약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수행된 “연근해 주요어장에 한 해양쓰 기 분포  실태조사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침 쓰 기 양을 40만 톤으로 추정하고, 이  1/4이 특정 집지역

과 련된다고 보고한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해양에서 기인한 쓰 기가 표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해양에 

침 된 상태만을 고려하여 침 쓰 기 집 향요소 분석 연구를 실시하 다. 표본해역을 통하여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를 추출하고 계층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분류, 상세분류로 

구분되는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 분석 모델을 개발하 다. 그리고 모델의 분류된 집 향

요소에 기여도를 용하기 하여 문가 그룹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따라 표본

해역 36개 구역에 한 해양침 쓰 기 집강도 분포도를 구하고, 요소별 해양침  집 향 

계를 악하 다.

ABSTRACT

In this thesis, marine litter accumulation factors are defined and extracted to understand 

the accumulation of marine litter by analyzing the sample area.

 With consideration of the extracted accumulation factors and locations of marine litter, 

data from the result of the past marine litter recovery project are analyzed and the 

Hierarchical Classification Model are developed to analyze and assess the marine litter 

accumulation factors by quantification and normalization of each factor.

 In order to analyze the contribution factors which are defined in the marine litter 

accumulation effect analysis model, a census was executed among the specialist group. 

Resulting contribution factors are applied to the sampled 36 areas according to analysis 

models and the degree of the accumulation of marine litter is evaluated by classifying the 

marine litter accumulation state.

keywords : Marine litter(해양침 쓰 기), Accumulation factor( 집 향요소), 

           Hierarchical classification (계층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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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육상기인 쓰 기는 해양쓰 기의 70%를 차지하

며, 집 호우 시 량으로 해양에 유입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2009년부

터 우리나라 4 강을 통하여 유입되는 해양쓰 기

를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을 용하여 책임 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국토

해양부 해양보 과,2010 블로그)

국내 연안의 해양침 쓰 기는 약 40만 톤이 침

된 것으로 추정되며, 41개 주요어장  해양침

쓰 기가 많이 집된 해역에는 약 115천톤의 침

쓰 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의 경우 해양쓰 기 발생량은 약 8만3천 톤에 이르

나 수거율은 약 17% 정도에 그쳐, 매년 미 수거 쓰

기가 되어 해양오염을 가 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해양환경보  종합계획 

2006)

해양침 쓰 기 총 40만 톤  약1/4이 집도가 

높은 해역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련

하여 해양침 쓰 기가 많이 쌓여있는 집 지역은 

어떤 집 향 요소와 련이 있고, 어떤 향요소

가 해양쓰 기 집에 기여도가 높은지에 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 체 해역  서해해상의 일부 해역을 표본

해역으로 선정하여 해양쓰 기 집 향요소를 추

출하고 계층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별 집 향요

소를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 분석 모델을 개발하 다. Fig. 1은 표본

해역을 통한 집 향요소 정의  기여도 용 등

을 통하여 최종 집 향요소 분석  평가 결과를 

나타내기 한 흐름도이다.

Fig. 1. 집 향요소 분석  평가 흐름도

2.  집 향 요소  연구방법

2.1 집 향요소 분석 표본해역 선정  요소정의

 

본 연구에서 정의되는 해양침 쓰 기 집 향

요소의 분석 해서는 조업  선박정보  섬의 

형태 그리고 수거지역  표본조사지역 등의 자료

정보가 활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체해역을 상

으로 해양쓰 기 집 향 요소분석을 실시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에, 서해해상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해역을 표본해역으로 선정하 다. 

○ 조업 선박이 많은 지역(연근해 조업상황 통계

연보, 수 제공)

○ 어장·양식장이 많은 곳( 자해도에서 제공되는 

어장·양식장 정보 활용)

○ 섬이 조화롭게 있는 곳( 자해도에서 제공되

는 섬 정보 활용)

○ 과거 해양침 쓰 기 조사  수거사업이 실

시된 곳(1999년부터 2008도까지 해양쓰 기 조사  

수거사업 정보 활용)(1999년부터 2008도까지 해양쓰

기 조사  수거사업 정보 활용)(강원수 외, 2008)

이와 같은 정보요소를 바탕으로 선정된 서해 연·

근해 표본해역은 해구도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법에 

따라 163, 164, 173, 174해구를 Fig.2와 같다. 선정된 

표본해역은 유인도, 무인도 그리고 어장양식장과 해

양침  수거사업 등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다

양한 집 향요소가 있는 지역이다. 표본해역으로

부터 해양에 침 된 쓰 기가 어느 지역에 집되

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4개 해구를 36

개 소해구 단 로 세분화하여 구역별 집 향요소

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 다.

○ 선박기인 집 향요소 추출(조업  표본해

역의 폐그물 발생량, 조업횟수, 조업톤수 정보)

○ 지리  향에 따른 섬  어장양식장 집

향요소 추출(표본해역의 섬을 유인도 무인도로 나  

후 유인도 개수  무인도 개수 악, 표본해역의 

어장양식장 개수 악)

○ 표본조사 결과 집 향 요소 추출(표본조사

지역의 지리  치)

○ 수거사업 결과 집 향요소 추출(수거사업 

지역의 유인도, 무인도 개수  어장양식장 개수를 

악하고 어장양식장과 수거지역의 단 면 당 쓰

기 분포를 악)



Fig. 2. 집 향요소 분석 표본해역

2.2 집 향요소 분석모델의 구성과 정의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 분석모델에서는 해

양침 쓰 기 발생에 향을 미치는 집요소를 계

층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분류, 상세분류로 

구분하 다. 이들 분류별/유형별/요소별 기여도 가

치를 요소별로 부여한 후 최종 으로 정상사상의 

가 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집 향요소 분석 모델의 분류별 항목 요소들은 

각기 다른 집 향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박으

로 인한 해양침 쓰 기는 조업  폐그물 분실  

유실에 의해서 발생되며, 어장·양식장으로 인한 해

양침 쓰 기는 양식장 자재 등이 부분 발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요소들의 

집가능성에 한 기여도 가 치를 그룹별 는 

그룹의 세부그룹별로 구하 다. 따라서 상세분류 

집 향요소들은 독립  집요소 사상들로 존재하

게 된다.

분류는 분류된 5개 집 향요소를 1개 그룹으

로 묶어 집가능성에 한 기여도 가 치를 구하

고, 상세분류의 집 향요소들은 8개 집 향요

소들을 5개 그룹으로 묶어 각각 집가능성에 한 

기여도 가 치를 구하 다. 

분류는 분류의 집 항목요소의 기여도 가

치에 따라 집 향 가능성의 기여도 가 치가 결

정된다. 이러한 가 치의 사상들은 Fig. 3과 같이 

'O'으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본 모델은 표본해역

을 기반으로 집 향요소를 정의하고 평가한 것으

로 다른 해역의 집 향요소를 평가하고자 할 때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가 달라질 것이다. 특

히 유형별 분류사상요소들은 추가하거나 수정  

삭제되어지고 가 치 역시 해역 특성에 따라 달라

진다. 

Fig. 3. 집 향요소 분석모델

 2.3 집 향요소 데이터 추출방법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로 정의된 요소별 

데이터는 수  어업무선국에서 발간한 조업  선

박정보 데이터(수산업 동조합 앙회, 2004∼2009)

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근주요어장에 

한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조사 사업(강원수, 

2008) 연구결과 자료  조업  다량 폐그물 발생 

업종 조사자료, 침 쓰 기 표본조서 자료, 수거사

업 황자료 등이다. 한 섬, 어장양식장과 같은 

공간 데이터와 지리  치표기가 요구되는 표본조

사 지역  수거지역 등은 Fig. 2와 같은 자해도

(ENC: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시스템을 활

용하여 시스템 지도를 만들어 집 향요소 데이터

를 추출하 다

자해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집 향요소  육

지에 가까운 연안의 어장양식장  섬 등은 집

향요소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았다. 이는 육지에 가

까울수록 무 복잡한 해양침 쓰 기 집 향요

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련된 소해구는 

164-2, 164-3, 164-4, 164-5, 164-8, 164-9, 174-2, 

174-3. 174-6 이다. 

2.4 조업  업종별/소해구별 데이터  표 화

표본해역의 해구를 소해구 단 로 Table 1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고, 집 향요소 분석모델의 

집 향 요소별 데이터를 소해구 단 별로 정의하

다. Table 2는 조업  폐그물 다량침  발생 업

종에 한 연간 폐그물 발생량 데이터를 나타낸 것

으로 ‘조업  선박쓰 기’에 한 집 향요소 가



능성 기여도 가 치를 구하는데 이용된다. Table 3

의 ‘A’는 표본해역의 소해구별/조업횟수를 나타내고, 

Table 3의 ‘B’는 표본해역의 업종별/소해구별 총톤

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는 소해구별 업

종별/해양쓰 기폐그물 발생량으로 조업횟수에 폐그

물 발생량을 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업  선박

쓰 기 련 집 향요소 데이터는 폐그물 다량발

생 업종만을 고려하 고 그 밖의 조업업종은 제외

하 다.

Table 1. 표본해역의 해구  소해구 분류

업종

척당 연간 

폐그물 

발생량(kg)

연안자망 4,556

연안통발 3,100

근해자망 13,898

근해통발 10,572

연안개량안강망 7,104

근해 안강망 1,058

연안복합어업(문어단지,폐류껍질) 4,046

Table 2. 조업선박의 해양쓰 기 다량발생업종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악된 폐그물 발생량,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사업(2005∼2008)연구결과)

소해구/

업종별

164-1 164-2 164-3 164-4

A B A B A B A B

근해

자망
73 1242 81 161 104 29 53 2412

근해

안강망
348 3303 131 2001 130 0 201 6461

근해

통발
44 1257 67 232 188 78 96 2419

연안

안강망
51 8 28 16 13 15 52 418

연안

복합
9 345 24 333 18 33 23 1643

연안

자망
21 918 37 378 71 60 40 2111

연안

통발
12 1931 51 326 124 14 26 2228

Table 3. 소해구별/업종별/조업횟수별 분포 황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A : 소해구별/업종별/조업횟수별 분포 황 

    B : 소해구별/업종별/총톤수별 분포 황 

소해구/

업종별
164-1 164-2 164-3 164-4

근해자망 45494 64538 198904 1058

근해안강망 2272980 391164 4112508 21144

근해통발 7104 14208 383616 14208

연안안강망 258944 291312 1104558 20230

연안복합 669732 287028 2022864 36448

연안자망 8835570 1488096 10695690 31002

연안통발 12089824 2536346 18518140 124090

Table 4. 소해구별/업종별/쓰 기발생량별 분포 황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표본해역의 소해구별/업종별 요소별 데이터를 평

가하기 해, 횟수별, 발생량별, 총톤수별 등을 10개

의 계 구간으로 정의한 후, 계 구간에 속한 빈도

에 계 구간 값을 용하여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표 화하 다. 

1) : 소해구별/업종별/조업횟수별, 소해구별 발생

량별, 소해구별 톤수별에 한 데이터 정의 

<Table 3∼4>

2) : 업종별/조업횟수별, 업종별/발생량별, 업종별

/총톤수별에 한  10 계 구간 설정 

<Table 5>

○ 계 구간 정의

∘ d  : 소해구 데이터 값

∘ dmax  : 소해구 데이터 Max 값

∘ m  : 소 해구에 속한 구간 등

     . m = dmax / 10

∘ T    : 계  표 등



     . T = [d/m + 1] ------------ (1)

3)  : 소해구별/업종별/조업횟수별, 소해구별/업종

별/발생량별, 소해구별/업종별/총톤수별 계

구간 표 화 데이터 <Table 6>

표 등

구간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연안안강망

계 구간 계 구간 계 구간 계 구간

1 0∼39 0∼54 0∼61 0∼95 

2 40∼78 55∼108 62∼122 96∼190 

3 79∼117 109∼162 123∼183 191∼285 

4 118∼156 163∼216 184∼244 286∼380 

5 157∼195 217∼270 245∼305 381∼475 

표 등

구간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계 구간 계 구간 계 구간

1 0∼28 0∼97 0∼35 

2 29∼56 98∼194 36∼70 

3 57∼84 195∼291 71∼105 

4 85∼112 292∼388 106∼140 

5 113∼140 389∼485 141∼175 

∼ 10  (*): 이하 계 구간 데이터 생략

- 다음 과정으로 업종별/발생량별 계 구간 설정

- 다음 과정으로 업종별/총톤수별 계 구간 설정

Table 5. 업종별/조업횟수별 계 구간 설정

소해구

/

업종별

164-1 164-2 164-3 164-4

A B C A B C A B C A B C

근해

자망
2 2 10 3 3 8 3 2 10 2 2 5

근해

안강망
7 7 10 3 3 7 3 4 10 4 4 5

근해

통발
1 1 7 2 2 8 4 2 10 2 2 9

연안

안강망
1 1 7 1 1 6 1 1 2 1 1 5

연안

복합
1 1 2 1 1 3 1 1 3 1 1 3

연안

자망
1 1 2 1 1 2 1 1 5 1 1 2

연안

통발
1 1 2 2 2 6 4 4 10 1 1 2

Table 6. 업종별 계 구간 데이터 표 화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A : 소해구별/조업횟수별 계 구간 등

B : 소해구별/발생량 계 구간 등

C : 소해구별/총톤수별 계 구간 등

2.5 지리  집 향요소 정량화  표 화

해양침 쓰 기 지리  집 향요소로 정의된 

섬, 어장양식장 등의 정보를 Fig. 2와 같은 자해

도를 이용한 지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량화하고 

표 화하 다.

○ 소해구별 어장양식장 유·무 분류

○ 소해구별 유인도와 무인도 분류

○ 소해구별 유인도 50가구 미만인 섬과 이상인 

섬으로 분류

○ 소해구별 무인도 분류(아주 작은 바  섬 등

은 제외)

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 향요소를  

Table 7과 같이 정량화한 다음, 순  데이터를 정의

하여 다른 집 향요소와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표 값을 생성하 다. 

○ 어장양식장 소해구별 개수 정량화

○ 소해구별 유인도 50가구 미만 개수 정량화

○ 소해구별 유인도 50가구 이상 개수 정량화

○ 소해구별 무인도 개수 정량화

해 구

( 치)

유 인 도

( )

유 인 도

( . 소)

무인도

( 아 주 작 은

섬제외)

어장양식장 

유무

164-1 　- - 3 10

164-2 　- - - 8

164-3 　- - - 7

164-4 　- 3 3 10

164-5 　- - - -

164-6 　- - - 1

164-7 　- - 3 13

164-8 　- 1 3 3

164-9 　- - - -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다음 과정으로 소해구별 집 향요소 순  데이터 정의

Table 7. 공간 집 향요소 정량화 과정

2.6 표본조사 황 정량화  표 화

해양침 쓰 기 표본조사 황 데이터는 1999년

∼2008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 , 해양쓰 기 

수거·처리 련기  등이 수행한 내역을 Fig. 2와 

같은 GIS시스템에 표기하여 표본조사 련 데이터

를 추출 정의하 다. Fig. 2의 ‘ ’원으로 표기된 지

역은 표본조사를 수행한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본조사는 해양쓰 기가 상되는 지역을 설문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악된다. 이후 갈고리를 

장착한 선박을 통하여 조사 상 해역에 하여 

범 하게 격자 간격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결과 단 면 당 침 쓰 기량이 수거사업을 실시

할 정도면 표본조사 지역을 심으로 실시설계 과

정을 거쳐 수거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조사가 실시된 해역을 소해구

별로 악한 후 소해구별 면 비 조사비율을 



Table 8과 같이 소해구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

화하고, 순  데이터를 정의하여 다른 집 향요소

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표  값을 생성하 다. 

표본 소해구 표본조사 지역

표본조사  지역

(소해구 면 에 한 

백분율(%))

164-1 o 40

164-2 - -

164-3 - -

164-4 o 50

164-5 - -

164-6 - -

164-7 - -

164-8 - -

164-9 - -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 다음 과정으로 소해구별 표본조사 지역 조사비율에 따라 순  데이

터 정의

Table 8. 표본조사 지역 데이터 정량화 과정

2.7 수거지역 황 정량화  표 화

 수거지역 황 자료를 통한 수거지역의 데이터

는 표본조사 해역과 같이 1999년∼2008년도까지 지

방자치단체  수 , 해양쓰 기 수거·처리 련기

 등이 수행한 내역을 GIS 시스템에 표기하여 

련 데이터를 추출 정의하 다. Fig. 2의 ‘ ’ 삼각형 

으로 표기된 지역은 수거사업을 수행한 구역을 나

타낸 것이다.

수거사업은 표본조사 결과 단 면 당 침 쓰

기가 많은 지역 는 불법어장 지역, 정부 정책에 

한 지정지역 등에서 수거사업이 실시된다. 본 연

구에서 수거지역 데이터 정의는 첫째로 표본해역의 

소해구별 수거사업 실시 여부를 일차 데이터로 분

류하고, 다음 과정으로 소해구별 수거사업 비율을 

백분율 데이터로 표기하 다. 두번째로 표본해역의 

소해구별 수거사업 결과 단 면 당 쓰 기양을 정

량화하여 데이터로 나타내었다. Table 9는 소해구별 

정량화 데이터  순  데이터 정의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세번째로 수거사업이 실시된 표본해역 내 

어장양식장  섬 분포를 정량화하기 하여 분류

된 ‘유인도( )’, ‘유인도( ·소)’, ‘무인도’ 그리고 수

거사업 지역 내 ‘어장양식장’의 분포 황을 악하

여 Table 10과 같이 정량화하여 소해구별로 표 화

하여 나타내었다. 분류기 은 2.5 의 지리  공간 

분류기 과 같다.

표본

 소해구

실해역

수거사업 

지역

실 해역 수거사업  

지역( 체면 에 

한 백분율)

수거된 해역의 

단 면 당 쓰 기 량

(ton/ha)

164-1 o 10 0.05

164-2 - - -

164-3 - - -

164-4 - - -

164-5 - - -

164-6 - - -

164-7 o 10 0.02

164-8 o 30 0.03

164-9 - - -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 다음 과정으로

1) 소해구별 수거사업 지역 수거비율에 따라 순  데이터 정의

2) 소해구별 단  면 당 쓰 기양에 따라 순  데이터 정의

Table 9. 수거사업 지역 데이터 정량화 과정

표본

해역

유인도

( )

개수

유인도

( . 소)

개수

무인도 

섬 개수

(아주작은

섬제외)

어장

양식장

개수

164-1 - - 3 10　

164-2 -　 - - 8

164-3 -　 - - 7

164-4 - 3 3 10

164-5 - - - -

164-6 - - - 1

164-7 - - 3 13　

164-8 - 1 3 3　

164-9 - - - -

(*): 이하 소해구별 데이터 생략

▪다음 과정으로 소해구별 수거지역의 섬 어장·양식장 개수에 

한 순  데이터 정의

Table 10. 수거지역의 지리  집요소 정량화 과정

2.8 기여도 산정을 한 설문조사 방법 

집 향요소 분석 모델에 정의된 분류별 집

향요소 기여도 산정을 하여 Table 11∼12와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해양침 쓰 기 집 향에 한 요소별 기여도 

산정을 한 설문조사는 양  비교와는 상 이 없

이 해양쓰 기에 한 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 다. 

설문의 상은 각 지역(시도)별 해양침 쓰 기 업

무담당자, 련기  종사자를 심으로 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범 를 한정하 다. Table 11

의 설문내용은 집 향요소 분석모델의 분류에 

따른 집 향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 분

류 집 향 요소들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요소별 

집 향 순 로 나 어지고, 항목별 설문 빈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한다. Table 12는 상세분류 집

향요소로 구성된 설문내용으로 조사방법은 Table 

11과 같다. 이들 상세분류 집 향요소들은 분류 

그룹에 따라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며, 그룹별/항목별 

순  기여도를 부여받게 된다.

분류 분류 설문평가
집

향순

발생

요소

조업선박에 의한 집 향

양식장에 의한 집 향

섬에 의한 집 향

고려

요소

설문조사  탐문조사에 의해 표본

조사가 실시된 지역을 집 향에 

고려

수거사업이 실시된 지역을 집

향요소에 고려

Table 11. 분류에 따른 집 향요소 설문내용

분류 상세분류  설문평가 순

조업선박에 

의한 

집 향

근해 안강망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자망

연안통발 

양식장에 

의한 

집 향

일반연안(해안선 가까이) 설치된 

양식장

항만  어항에 설치된  양식장

연근해에 설치된 어장

섬에 의한 

집 향

유인도  (50가구이상)

유인도 ·소 (50가구이하)

무인도  (나무가 있고 평지가 

있는)

무인도 소 (바 와작은섬)

표본조사

집 향

표본조사 지역은 침 쓰 기  

집 향과 상 이 있다.

표본조사 지역은 침 쓰 기  

집 향과 상 이 없다.

수거사업

집 향요소

수거지역의 지리  치를  고려하

여 집 향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수거지역의 수거량을 통하여  

집 향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Table 12. 상세분류에 따른 집 향요소 설문내용

3 .  분 석   결과

3.1 기여도 결과  표본해역의 집분포도 용

문가 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류별/유형별/

항목별 기여도 결과를 Fig. 4와 같이 산출하 다. 

 이들 기여도는 설문 항목의 기여도 순 를 수

화하여 수 빈도(frequency)에 따라 요소별 기여도 

가 치(weight)를 구한 것이다. 

분류의 기여도 가 치 값은 분류의 기여도 

가 치 값에 따라 결정되어 지며 분류  상세분

류의 기여도 요소별 가 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

다.

     








   -------------------2)

 : 기여도(가 치)

  : 순 수

  : 분류별( 분류, 상세분류) 항목 수

  : 설문 조사자 수

Fig. 4. 집 향 요소별 가 치 결과 

Fig. 5. 집 향요소 분류 가 치 결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 집 향요소

별 기여도 가 치 결과 ‘양식장에 의한 집양향’요

소가 ‘0.288’로제일 높게 나타났고, 반면 ‘표본조사정

보’가 ‘0.093’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한 분류 

‘발생요소’와 ‘고려요소’의 기여도 가 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발생요소’가 ‘0.712’로 발생요소의 집

향요소가 침 쓰 기 발생에 많은 향을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세분류의 집 향요소별 기여도는 실제 으로 

해양침 쓰 기 집 향에 제일 요한 요소이다.  

이들 요소는 그룹별 독립 으로 존재하면서 분류 

가능한 최소요소 사상들로 이루어져 실질 으로 

집 향요소에 가장 크게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와 련하여 ‘조업선박에 한 집 향’  '표본조

사지역'  '수거사업지역'에 하여는 사 에 설문

조사자 들에게 연구결과 정보를 제공하 다. 이하 

집 향요소별 평가에 한 순  조사는 설문조사

자가 주 으로 단하게 하 다. 이 결과 ‘조업선

박에 의한 집 향요소’  기여도 ‘0.25’로 근해안

강망이 조업  제일 많이 해양침 쓰 기 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양식장

에 의한 집 향’ 기여도 순  조사에서는 ‘0.42’로 

일반연안에 설치된 양식장이 제일 많은 침 쓰 기 

집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 쓰 기’

에서는 사람이 사는 유인도에서 집 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본조사 지역의 집 향’ 에서는 설문

자로 하여  조사지역이 침 쓰 기 집지역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설문자의 75%가 상 이 

있다고 답하 다. 한 ‘수거지역에 한 집 향’ 

기여도 조사에서는 침 쓰 기 특성상 수거지역은 

침 쓰 기 집에 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설

문을 실시하 다. 설문결과 ‘수거지역의 지리  

치 집 향’과  ‘수거지역의 수거량에 따른 집

향’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2 표본해역의 집 향요소 분석결과

Table 13은 집 향요소별 기여도 용 방법에 

따라 상세분류 단계와 분류 단계를 거쳐 최종 

분류 단계의 표본해역 소해구별/ 집 향요소별 발

생요소 집순  수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3의 

‘A' 발생요소에 따른 소해구별 순 수를 살펴보면 

상 그룹은 164-4, 164-7, 174-5이며, 하 그룹은 

164-5, 164-6, 173-8로 나타났다. 반면 Table 13의 

’B' 고려요소에 따른 소해구별 상 그룹 소해구는 

164-4, 174-1, 164-7이며, 하 그룹은 163-2, 163-3, 

164-4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분류 순 수를 

합하여 최종 단계의 소해구별/ 집 향요소별 집

순 를 계산한 결과 Table 13의 ‘S"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그룹 164-4, 164-7, 174-5이며, 하 그룹

은 164-5, 164-6, 173-8로 나타났다. Fig. 6의 표본

해역 소해구별 상세분류 집 향요소와 최종 집

향요소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조업  선박쓰

기’가 최종 집 향요소 분포와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섬 쓰 기’, ‘어장 

양식장 쓰 기’등도 집분포가 강한 표본 소해구 

지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사 

패턴을 보이는 상세분류 집 향요소들은 해양침

쓰 기 집 향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의 표본해역 소해구별 분류 집 향요소와 

최종 집 향요소 분포 결과를 직 으로 살펴보

면 집 향도가 강한 표본 소해구에서 ‘발생요소’

가 ‘고려요소’에 비해 유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소해구
순 수

소해구
순 수

A B S A B S

163-1 20 12 23 173-1 12 1 9

163-2 27 1 25 173-2 16 1 14

163-3 26 1 24 173-3 13 1 10

163-4 14 1 12 173-4 7 2 5

163-5 23 1 21 173-5 21 1 19

163-6 30 12 32 173-6 25 16 28

163-7 18 1 15 173-7 9 15 13

163-8 29 17 33 173-8 3 1 3

163-9 24 1 22 173-9 17 5 17

164-1 32 1 30 174-1 11 19 16

164-2 19 8 20 174-2 22 14 26

164-3 8 1 6 174-3 5 4 4

164-4 36 20 36 174-4 33 1 31

164-5 1 1 1 174-5 34 9 34

164-6 2 1 2 174-6 15 13 18

164-7 35 18 35 174-7 6 6 7

164-8 28 7 27 174-8 10 10 11

164-9 4 11 8 174-9 31 3 29

Table 13. 소해구별 집 향요소 순 수

A : 발생요소에 한 소해구별 순 수

B : 고려요소에 한 소해구별 순 수

S : 최종 집 향요소 소해구별 순 수

Fig. 8은 소해구별 집 분포도로 총36개 구역을 

4등분하여 총 9개 그룹의 집분포도를 나타낸 것

이다. 집도가 제일 강한 색상은 빨강색 ‘9’로 표기

하 고, 집도가 제일 약한 색상은 랑색 ‘1’로 표

기하 다. 이  집도가 강한 빨강색도 ‘9’ 분포도

와 Fig. 2의 지도시스템 분포도와 비교해보면 수거

지역  섬 지역 등에 치우치지 않고 집강도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안의 랑색도 ‘1’은 

연안의 집 향요소를 반 하지 않은 결과이며, 먼 

바다의 랑색도 ‘1’은 정의된 집 향요소에 따라 

평가된 것이다.



Fig. 6. 표본해역의 상세분류 집 향요소 분포와 

최종 집분포 비교결과

Fig. 7. 표본해역의 분류 집 향요소 분포와 

최종 집분포 비교결과

Fig. 8. 표본해역의 소해구별 집 분포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침 쓰 기 집 향요소분석 

모델을 계층  분류 분석기법을 이용하 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집 향요소 데이터를 표 화하

고 기여도를 부여하여 표본해역의 집분포도를 구

한 결과 ‘조업  선박쓰 기’  ‘섬’, ‘어장 양식장’, 

‘수거지역’ 등의 요소들이 서로 복합 인 계를 가

질 때 해양침 쓰 기 집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재 까지 축 된 수거 황자료  조

업자료 등은 해양쓰 기 집 향요소를 악하는

데 귀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침 쓰 기의 조사비용을 

이고, 효율 인 해양침 쓰 기 리  정책결정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침 쓰 기 집 향에 한 

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 체 해상  

표본해역을 상으로 추출된 일부 집 향요소만

을 고려하 다. 해상의 특성에 따라 고려되어질 해

안선의 형태, 해 지형  조류, 해류 등은 본 연구

에서 다루지 않았다. 보다 정확한 해양침 쓰 기 

집 향에 한 요소를 연구하기 해서는 해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소별 분석  평가방법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의 일부 결과는 국토해양부 해양보 과의 

연근해 주요어장에 한 해양폐기물 분포  실태

조사 연구 사업 결과가 이용되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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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1. 연구의 배경–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사례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 수산 및 생물자원 손실

� 생태계의 서식 기반 훼손

� 해양안전 저해

� 해양환경 오염 및 경관 훼손

� 오염물질 이동 매체

< 수산 생물 자원 손실> < 생태계 서식 기반 훼손 > 

< 해양환경 오염 및 경관 훼손 > < 오염물질 이동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1. 연구의 배경– 해양쓰레기 분포 및 양 추정방법(기존 연구사례)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 연근해 어업의 조업실태를 기준으로 한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 현장 설문조사,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각 발생원별 해양쓰레기량을 설문조사나 현장 탐문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단위시간 동안의 발

생량으로 환산하여 누적된 전체 해역의 해양쓰레기량으로 추정하는 방법

조사(음파탐사장비)와 수거를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와 당해역에서 조업선박 분포간의 상관관계

를 산정하여 전체해역의 해양쓰레기량을 추정하는 방법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양방향음파탐사기, 인양틀, 다이버를 이용한 조사와 수치 모델링에 의한 과학적 접근

1. 연구의 배경– 해양쓰레기 기술개발 추이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과거

트롤이나 다이버를 이용한 조사는 정량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취약

현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2. 실태조사 방법– 양방향음파탐사기 조사

○ 조사장비

- 주사폭 : 수심에 따라 75, 105m 범위 설정(부득이한 경우 150m)

- 사용 주파수 : 400KHz

- 조사 선박의 속도 : 일정속도(약 3knots)를 유지하며 조사 실시

Tow – fish 준비 Tow – fish 예인 해저면 영상확인 해양쓰레기 분포파악

- Sea-scan사의 S-150

○ 조사순서

- Sea-scan (S-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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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방법– 인양틀 예인조사

○ 조사장비

- 조사대상해역의 저질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인양틀 결정

○ 조사순서

사니질용 사질용 암반용

인양틀 투하 인양틀 예인 쓰레기 인양 해양쓰레기 계측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2. 실태조사 방법– 잠수조사

○ 조사장비

- SCUBA 장비, 수중카메라

○ 수중 쓰레기 영상

타이어 폐그물 폐통발 폐자전거

SCUBA 수중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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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대 상 해 역

우리나라전해역

정점 – 150개

조사면적 – 403,199 ha

� 연근해

� 항만

� 어항

� 조간대

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조사년도 – 2000년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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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권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권역별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 (ton/ha)권역별 해양쓰레기 추정량 비율(%)

서해

32%

남해

22%

동해

46%

항목 조사 정점
조사면적

(ha)

조사 해양쓰레기량

(ton)

단위면적 해양쓰레기량

(ton/ha)

서해 44 203,121 7,416 0.04

남해 43 74,329 5,010 0.07

동해 63 125,749 10,508 0.08

계 150 403,199 22,935 0.06

0

0.05

0.1

서해 남해 동해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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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권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서해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44 203,121 7,416 0.04

폐합성수지

49%

철재류

5%

나무

33%

고무

1%
그물

10%

로프

1%
와이어

1%

서해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폐합성수지(생활쓰레기)

어구로 사용된 나무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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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권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남해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43 74,329 5,010 0.07

폐합성수지

2% 철재류

10%

나무

60%

고무

4%

그물

14%

로프

8%

통발

2%

남해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조간대 나무말목

유실된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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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권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동해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63 125,749 10,508 0.08

폐합성수지

4%

철재류

32%

나무

6%

고무

12%

그물

34%

로프

4%

와이어

7% 통발

1%

동해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유실된 그물

어구에 사용된 철재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영해 내 해양쓰레기 분포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영해

항목
조사면적

(ha)

전체면적

(ha)

조사 해양쓰레기량

(ton)

총 추종 해양쓰레기량

(ton)

단위면적 해양쓰레기량

(ton/ha)

무역항 177 21,682 1,387 169,460 7.84

어항 2,895 - 8,632 - 2.98

영해 400,126 7,078,318 12,916 228,495 0.03

계 403,199 7,100,000 22,935 399,822 3.62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해양쓰레기 추정량 비율(%)

무역항

6%
어항

38%
영해

56%

0

5

10

15

무역항 어항 영해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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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이용해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항만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8 177 21,682 7.84

폐합성수지

6%
철재류

16%

나무

52%

고무

9%

그물

12%

로프

3%

와이어

2%

항만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항만 나무 폐자제

철재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이용해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어항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59 2,895 8,632 2.98

폐합성수지

3%

철재류

35%

나무

19%

고무

14%

그물

24%

로프

1%

와이어

3%통발

1%

국가어항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철재류

폐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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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실태조사 내용– 이용해역별 해양쓰레기 분포 특성 및 양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연안해역

정점 조사면적(ha) 조사 해양쓰레기량(ton) 단위면적당 해양쓰레기량(ton/ha)

83 400,126 12,916 0.03

폐합성수지

30%

나무

26%

그물

31%

로프

6%

와이어

5%

통발

2%

연안해역 해양쓰레기 성상 비율(%)

유실된 그물

폐합성수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연안해역

어항

- 어선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폐어구 및 각종 폐그물

- 어항주변 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생활쓰레기

- 선박에서 사용되는 폐로프 및 폐자재더미

- 항만에 정박한 선박들에 의한 생활쓰레기

각 해역별 분포
특성으로 본
시사점

- 어구 유실로 인하 그물 – 로프 더미, 폐통발,

나무자재 더미

- 어업인의 폐어구 무단투기

항만

4. 실태조사를 통한 시사점 및 결과– 각 해역별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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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덴마크니스테드해상풍력발전단지전경>

19

� 지속적인모니터링과실태조사

� 실태조사자료 축적

� 장기간 잔류하면서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침적폐기물

� 선박의 항해에 안전을 위협하는 폐그물 및 폐로프

� 경관의 심미적 훼손

� 오염물질 이동 매체로서의 기능 확인

�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축적으로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 예측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양쓰레기 추정 연구

감사합니다 !



해양쓰 기 피해 사례분석을 통한 피해 유형  원인 분석

오정환, 노 정, 김선동, 강성길, 강원수

한국해양연구원/해양시스템안 연구소 (MOERI/KORDI)

(305-600) 역시 유성구 장동 171번지, e-mail: jhoh@moeri.re.kr

요  약

해양쓰 기는 육상활동에서 발생한 쓰 기가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

거나, 는 수산업, 해운업, 져활동 등 해상활동을 통해 직․간 으로 해양환

경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재,  세계 으로 해양쓰 기는 

연안, 수   해 에 이르기까지 해양환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해양환경에 

심각한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일․러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북서태평양보 실천계획(NOWPAP)에서 

수집한 해양쓰 기 모니터링 황 자료  각국의 보고자료를 통해 연안, 부유  

침 쓰 기 황을 분석하 다. 연안쓰 기에서는 라스틱류가 가장 큰 부분으로 

평균 으로 40%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는 목재류로 10-20%를 차지하 다. 부

유쓰 기로는 스티로폼을 포함해서 라스틱류가 40-8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 다. 침 쓰 기로는 조사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라스틱류와 어

구류 등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쓰 기로 인해 발생한 구체 인 피해사례를 보도자료나 보고

서 등을 통해 수집․조사하 으며, 크게 4개 피해유형인 1) 어업  수산업활동, 

2) 해양생태계, 서식지  생물다양성, 3) 선박사고, 4)   여가활동 등의 피

해로 구분하 다. 구체  사례를 통해, 해양쓰 기는 분포 양상과 종류에 따라 다

양한 환경 , 경제   사회  분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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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 기 응 국제동향과 ‘호놀룰루 략’

이 종 명, 홍 선 욱, 박 부 경(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International Trend Related to Marine Debris Issue and 'Honolulu Strategy' 
J.M. Lee, S. Hong, B.K. Park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요 약 
제5회 해양쓰 기 국제컨퍼런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으로 진행된 해양쓰 기 연구, 리 정책, 

시민 활동의 성과가 집약되어 나타난 행사 다. 가장 많은 발표가 이루어진 분야는 해변 쓰 기 모니터링, 

교육과 시민참여, 폐어구 조사와 수거 등이었다. 미세 라스틱과 그 화학  향에 한 연구도 새롭게 부

상하고 있는 분야로 나타났다. 이 행사를 계기로 작성되고 있는 호놀룰루 략은 2030년까지 해양과 연안

에 인공 쓰 기가 쌓이는 것을 이고 막아내기 한  지구 , 종합  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략은 육상 쓰 기 리, 해상 쓰 기 방, 수거 처리, 교차 요소 등 4가지 역의 세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해 지속 으로 추구해야 할 략  과제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5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showed outcomes of researches, management policy 

and citizen activities of last decade. The frequently presented articles were about beach debris 
monitoring, public participation and education, and survey or removal of derelict fishing gear. 
Micro-plastic and its chemical effects on environment is an emerging issue. Honolulu Strategy is an 
important outcome of this event. It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global platform for reducing and 
preventing anthropogenic debris i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by 2030. It suggests objectives and 
recommended actions on 4 themes: 1)land-based debris, 2)sea-based debris, 3)removal and processing 
and 4)cross-cutting components.          

 
Keywords : Marine Debris(해양쓰 기), International Trend(국제동향), 5IMDC(제5회 해양쓰 기 
국제컨퍼런스), Honolulu Strategy(호놀룰루 략), Global Platform(지구  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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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탐지 선행연구 조사  천리안 성 활용 방안 연구
이동식1, 양찬수1†, 안재 1, 송정환1, 박 제1, 정성래2, 이희훈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 성센터
2기상청 국가기상 성센터

Reviews of Sea Fog Detection Using Satellite Data and GOCI Application

Dong-Sik Lee1, Chan-Su Yang1†, Jae-Hyun Ahn1, Jung-Hwan Song1, 

Young-Je Park1, Seong-Rae Jung2, Hui-Hun Lee2

1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nsan, 426-744, Korea
2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Gwanghyewon-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31, Korea

요 약

,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해무는 해상 사고 는 경제  손실을 가져오므로 해

무를 탐지하는 연구는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해무 탐지 련되어 진

행되었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천리안 성자료, 그리고 지상 측자료를 추

가한 해무 탐지 연구 방안에 해서 소개한다.

과거 해무 탐지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는 두 개의 IR 채 을 이

용하여 얻은 밝기온도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무를 탐지하 지만, 실 인 용에 

있어서의 오차가 크며, 이 한계 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천리안 성을 활용한 

해무 탐지 연구는 기존의 IR 채 을 이용한 탐지 근 방식과 다른 가시 채 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근하 다. 추가로 천리안 성을 활용한 해무 탐지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  연구로 최근 사례인 2011년 3월 13일, 2011년 3월 31일에 

발생한 해무 사례 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Keywords : Sea Fog(해무), Sea Fog detection(해무탐지), GOCI(천

리안 해양 측 성), Terrestrial observation(지상 측)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공분산분석을 이용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효과 평가

남정호, 장원근, 이윤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 analysis of covariance to determine the effect of TPLMS in Masan Bay

J,H,Nam, W,G,Chang, Y,J,Yi✝ (Korean Maritime Institute)

요 약

  이 연구는 마산만의 훼손된 해양환경 개선을 해 국내 최 로 실시된 연안오염총량 리제의 시행효과를 

악하기 한 것으로, 이를 해 다변량 공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가고 의 고향인 마산만은 70년  이후 

도시화와 매립으로 인해 매년 조가 발생하는 오염해역으로 변했다. 1980년 부터 2000년 까지 환경개선을 

해 수천억 원의 환경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안오염총량 리제가 추진되면

서 오염물질 농도의 감소와 다양한 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를 해 시행 (2005-2006년)과 시

행후(2009-2010년)의 17개 하천, 하수처리장 2개, 11개 해역 정 의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 시행 이후 마산만 COD 농도는 시행 보다 약 2.35mg/L 감소했다.

Keywords : Masan Bay(마산만), Total Pollutant Loads management System(연안오염총량 리), 

Analysis of Covariance(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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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  지표 개발 

장정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요 약
 
최근 「갯벌복원종합계획」수립을 통한 갯벌복원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신안 증도갯벌의 습지보
호지역 지정으로 갯벌생태 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우
리나라 갯벌생태 의 추진 황을 조사하고, 갯벌 생태 지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갯벌생태

지표는 생태환경지표, 매력도지표, 지역사회기여도 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표 분
석을 통하여 갯벌생태 지의 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고, 갯벌생태 의 지역사회 기
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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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공공이익 침해 방지를 한 공유수면 리제도 
System for managing the Public-owned land 

to prevent the violation of coastal public interests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바다와 바닷가를 포 하여 지칭하는 공유수면은 공공재로서 구나 자유롭게 근하여 그 공간이 제공하
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공간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하여 
“공유수면 리  매립에 한 법률”, “어장 리법” 등을 마련하 다. 그러나 이율배반 으로 이러한 법
에 의한 매립, 사용 행 , 어장 이용행 로 말미암아 공공이 마땅히 려야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정호▪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년)은 행법에 의해 허가된 행 가 제도  한
계로 인하여 연안공공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하는데 유익한 공유수면 리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연안공공이익에 한 개념을 공유수면의 특성과 가치, 공공이익의 개념 일반, 연안 련 법
률에서 규정한 공공이익에 한 사항, 미국의 신탁이론 내용을 종합하여 조작 으로 규정하 다. 이를 토
로 연안공공이익 침해사례를 살펴본 결과, 사회 으로 부족한 토지(농경지, 산업용지, 주거지 등) 확충이 

아닌 자본이득 추구를 목 으로 한 매립, 공유수면 ․사용 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negative) 외부효과, 
행정처리 미흡, 불법행   의무 불이행, 혹은 공공이익 간 충돌 등이 원인이 되어 연안공공이익이 침해
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사례분석에 따라 연안공공이익 침해를 방하기 한 제도로서 첫째, 매립지 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 다. 이는 매립지의 사  독  혹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음으로써 자본이득 추구를 목 으로 
한 매립을 방할 수 있다. 둘째, ․사용 허가자  어장 면허자에 의한 연안공공이익 침해를 방하기 
해 사용  양식면허 심사기  개발  강화, ․사용 요율체계 개선, 환경보증  치제도 도입, 이

력 추 제  일몰제 등을 제안하 다. 이는 공유수면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외부효과를 이
는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탁 리제를 도입하거나, 문 리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공유수면 
리기반을 강화한다면 행정처리 미흡 등에 의한 연안공공이익 침해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
공이익간 상충과 경합을 해소하기 해서는 연안공공이익간 계 정립이 필요하다. 

       Keywords : 연안공공이익,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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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이용활성화를 한 리체계 개선방안
홍장원,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the 
activating the beach tourism

                         J.W.Hong, Y.J.Lee(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해수욕장은 국내 대표적인 해양관광 활동지로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매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계휴가 기간 동안 방문객이 집중되면서 이용혼잡과 더불

어 환경오염문제, 안전문제 등이 매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촉진과 관리를 위해서 정부

에서는 2005년부터 우수해수욕장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수단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맞추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수욕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수욕장 

평가∙인증제도, 관리제도와 관련된 해외 사례분석과 국내 해수욕장 이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수

욕장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Beach Management(해수욕장 리), Beach Evaluation(해수욕장 평가), Beach 
Certification(해수욕장 인증), Marine Tourism(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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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의 권역별 에머지 가치 평가

강 석 (부경 학교 생태공학과)

Emergy Contribution of the Coastal Ecosystem to the Korean Economy

D. K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연안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시스템생태학  에서 평가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

서는 에 지를 공통 화폐(common currency)로 사용하는 에머지 평가법을 이용하 다. 에머지(emergy)는 

“한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  그리고 간 으로 투입한 한 종류의 이용가능한 에 지”로 정

의한다(Odum, 1995). 에머지 에서 연안해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크게 시스템 차원의 가치와 기능

별 가치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  수 있다. 시스템 차원의 가치는 연안해역 체 생태계의 에 지 흐름과 

물질순환의 결과 나타나는 가치이며, 기능별 가치는 이러한 체 인 에 지  물질 흐름 가운데 인간에

게 도움이 되는 항목을 개별 으로 평가하여 더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 연안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시스템 차원의 가치평가를 수행하 다. 연안해역의 에머지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국가기  통계자료를 토 로 하 으며, 평가 기  연도는 평가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가용성 때문

에 2008년으로 하 다.

   연간 에 지 유입량 기 으로는 태양에 지가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가장 많은 에 지(3.98×10
20 J/yr)

를 제공하 지만, 에머지량으로는 조석에 지의 기여도(2.0×1023 sej/yr)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연안해

역으로 유입하는 에머지 총량(2.15×1023 sej/yr)은 복계산을 피하기 해 태양, 바람, 강수, 조석 에 지 

가운데 에머지 기여도가 가장 큰 조석이 공 한 에머지와 하천을 통해 유입한 에머지량을 더해 구하 다. 

연안해역에 유입한 총에머지량을 우리나라의 2008년 에머지-화폐비율(3.07×10
9 sej/￦)로 나 어 연간 

emvalue로 환산하면 69조 9,295억 Em￦/yr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이 매년 우리 경제에 기

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이 값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면 으로 나 어 단 면 당 에머지 기여가

치로 나타내면 8,147,000 Em￦/ha/yr에 해당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충남, 북, 남, 경남, 제주의 경우 조석에 지가 가장 많은 에머지를 

공 하 으며, 울산, 경북, 강원은 도에 지를 통해 공 된 에머지량이 가장 많았다. 부산의 경우 낙동강

을 통해 유입하는 에머지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경기․인천 연안해역의 에머지 가치가 연간 24조 

5,649억 Em￦/yr으로 가장 높았으며, 면 이 가장 작은 울산 연안해역이 2,532억 Em￦/yr으로 가장 낮았

다. 남 연안해역(16조 389억 Em￦/yr)과 충남 연안해역(15조 5,902억 Em￦/yr)의 에머지 기여도 한 

높았다. 각 권역별 연안해역의 면 이 다르다는 을 감안하여 단 면 당(ha) 에머지 가치로 환산한 결

과에서도 경기․인천 연안해역의 에머지 기여가치가 22,287,000 Em￦/ha/yr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연안

해역(17,819,000 Em￦/yr)과 북 연안해역(15,146,000 Em￦/yr)의 단 면 당 에머지 기여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경기․인천, 충남, 북, 부산 연안해역을 제외한 다른 연안해역의 단 면 당 에머지 기여가

치는 국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단 면 당 에머지 기여가치가 가장 낮은 연안해역은 경북(450,000 

Em￦/yr)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Emergy(에머지), Coastal seas(연안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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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메니티(coastal amenity) 증진을 한 공공 디자인 용방안 연구

최 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 어메니티(coastal amenity)는 연안의 자연환경, 지역문화, 연안의 심미(경 )성, 정주의 편의성과 근성 등 연
안지역의 특성이나 감성을 나타내는 모든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양 성장 심의 시장경제체
제 하에서 격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연안 생태계 훼손, 연안수질 악화, 자연해안의 인공화 등 연안지역의 
어메니티가 크게 훼손․변질되고 있다. 한편,  지구  환경 기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안공간에 내포된 고
유의 생태 ․문화  가치의 회귀와 복원을 통해 연안공간의 공공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한 정책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간의 가치 증진을 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공 디자인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장소에 있는 여러 장비와 장치를 시각, 형태, 기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꾸 으로써 최종 으로 공공성을 발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연안의 어
메니티를 증진하고 공유하기 한 공공 디자인 용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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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 리 방향
남정호, 최희정, 정지호, 육근형, 윤성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명국((사)한국연안 회)

요 약

 우리나라 연안통합 리계획은 「연안 리법」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연안통합 리
정책의 핵심이다. 2000년 8월 제1차 연안통합 리계획 수립 이후 10년이 지난 지  연안통합 리의 사회
경제 , 자연환경  여건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 우려가 증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 하고, 새로 도입한 연안용도해역제와 자연해안 리목표
제 등의 체계 인 시행을 하여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을 수립 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재 마련 
인 제2차 연안통합 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신 연안 리제도 도입·시행,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후변화 

응, 연안 거버 스 구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 연안, 연안통합 리,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 리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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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응형 거버 스 구축과 해양과학의 역할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연안통합 리의 목표는 10년  환경  생태  지속가능성 달성에서 2000년  반을 거치면서 

사회경제  지속가능성 확보로 진화하 다. 기후변화의 비가역  향에 한 우려가 증하고, 최

근 들어 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  지속가능성에 한 

심은 제고할 것으로 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연안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 보호하고, 환

경 생태  가치를 보호, 증진하기 해 법률과 제도를 개정,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상의하달형 정

책결정과 경직된 계획수립체제에 의존하는 경향은 여 히 존재하고 있고, 재해 응과 복원에 한 

앙부처 의존도는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재해에 해 책임  권한이 분담되고, 여건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으며, 과학  연구결과에 기 하여 리스크 리의 에 기 하여 응하

기 한 방향을  응형 거버 스(adaptive governance)라는 개념에 기 하여 제시하 다. 특히 

응형 거버 스 구축과정에서 해양과학의 요성을 고찰하 고, 응형 거버 스 실 을 한 과학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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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진술선호 분석을 통한 고래 의 가치 추정

신철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conomic Valuation for Marine Tourism: The Case of Whale Watching

C.O.Shi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정부분  개체수가 확인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능성

이  모색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래와 같은 형 해양포유류의 활동 그 

자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해양  활성화와 친환경 생

태 의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 된다. 한 가치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 과 련 산업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먼  고래 의 가치를 경제학 으로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은 매우 요하다. 이에 따라 먼  본 연구에서는 고래 이 

소비자에게 갖는 편익과 가치의 크기를 환경분야 자연자산의 가치측정에 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 Whale Watching(고래 ), Marine Tourism(해양 ), 

Valuation(가치추정), CVM(조건부 가치측정법), One-And-One-Half Bound 

Model(1.5경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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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보호 조치를 통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전 방안

                         육근형, 손규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How to protect  Phoca largha(spotted seal) around Baekryong Island   

through habitat protection 

K.H.Yook, K.H.Son(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백령도 박이물범은 환경부의 멸종 기야생동물II 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국토해양부의 보호 상해양생물과 같은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포유류이

다. 박이물범은 국 련 주변해역과 우리나라의 백령도 주변해역을 오가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이물범은 국내에서 세 가지 법률에 의해 보

호생물로 지정되어 리되고 있으나, 박이물범의 서식지에 한 직 인 보

호․ 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생태계의 보   리에 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종 지정에 따라 직 인 포획과 채취가 지될 뿐만 아

니라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증식과 복원을 통해 

상생물의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공 으로 서식이 가능하도록 해역환

경을 복원할 수 있다. 보호종을 보호 리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

민의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에 가해지는 제약을 ‘해양생물다양성 리계약’이나 

‘ 정한 이용방법 권고’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요 보호생물인 박이물범에 한 서식지 리조치를 백령도를 상으

로 용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words : 박이물범, 백령도,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

리계약, 보호 상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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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해양바이오정책의 개선방향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Marine Bio-policy in the Post 
Nagoya Protocol 

Su 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21세기 들어  세계 으로 바이오산업(Bio-industry)이 성장하면서 원천소재가 되는 유 자원(genetic 
resources)을 확보하기 한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고 있다. 즉, 유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약, 
신물질이 본격화되면서, 유 자원을 많이 보유한 생물자원부국과 선진국을 심으로 한 유 자원 이용국
가 상호간에 유 자원의 근방식, 이익공유 범 , 이행 수조치에 해 첨 한 립해 왔다. 
지구상의 350만종 생물자원 80%가 해양에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물자원의 가치는 약 26조 달러로 추정되
고 있으며, 미국, 일본, 국 등 주요국 가들은 해양바이오에 한 연구와 산업화에 지속 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유 자원의 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한 나고야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는바, 이 新 국제생물자원규범은 향후 생명공학 연구  련 산업에 상당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경과와 의정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해양바이

오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 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global bio-industry has expanded rapidly and the competition among states for 
genetic resources as original sources has become fierce. In other words, as high value-added new 
medicine and new materials utilizing of genetic resources have occupied bio-markets as prominent 
profit sources, countries with a wealth of genetic resources have been in conflict with developed user 
countries regarding access procedures, the extent of benefit sharing and compliance measures. 
Considering that 80 % of 3,500,000 species biological resources inhabit in the ocean and the value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can be estimated to be $2,600 billion, major countries such as U.S., Japan, 
China have continuously invested in R&D and industrializ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At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ld in October, 
2010 at Nagoya, Jap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 Arising from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Nagoya Protocol)'. Such new regulatory regime on international biological 
resources is expected to affect considerably biotechnology research and relating industries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explores the adopting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Nagoya protocol and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bio-policy.

 Keywords : Climate Change Policy, CBD,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Marine Biodiversity,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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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 공 개발원조(ODA) 확  추진방안
       Policy Directions for Expan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Marine Sector 
                         이구성(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윤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공 개발원조(ODA)의 목 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복지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하는 것
이다. 지속가능한 발 은 경제, 사회, 환경의 세부분이 조화롭게 발 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환경은 경
제  사회 발 과 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활동으로 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는 빈곤
을 심화시켜 경제와 사회발 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을 인식하고 일본, EU, 독일 등 선
진국들은 개발원조 사업과정에 환경요소를 통합하고, 환경분야 ODA를 확 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동아시아 기후 트 십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응을 지원하고, 녹색 ODA 
규모를 2009년 14%에서 2013년 20%로 확 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  차원에서 환경 ODA를 확 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 우리나라는 해양에 한 별도의 개발원조 략이 없이 어 은 ‘농 개
발’분야, 해운․항만은 ‘산업에 지’분야, 해양환경은 ‘환경’분야로 분류되어 지원되고 있다. ‘09년 분야별 
ODA 지원실 을 살펴보면 농어 개발분야는 체 ODA의 9.7%, 환경분야는 9.0%로 으며, 이  수산  
해양환경분야의 ODA 규모는 더욱 작을 것으로 상된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해양분야 ODA는 2009
년~2012년 동안 개도국이 직면한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여수 로젝트(총 사업비 : 100억 원)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통한 수산자원  자원 개발,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
면 상승과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지역 보호 등은 공 개발원조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우리나
라 ODA 담기 인 KOICA에서 선정한 력국 56개국  44개국이 연안에 인 하고 있어 해양분야 
ODA에 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해양분야 공 개발원조 황을 살
펴보고, 국제원조 동향  선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분야 공 개발원조 확 를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 지속가능한발 , 공 개발원조(ODA), 해양분야 ODA, 여수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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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의 GHG 선박배출규제 동향

정노택(울산 학교)

Recent measures for the GHG emission control from the ship
Rho-Taek, Jung(Schoo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요 약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 원회에서 CO2 배출량 감축의 지구  노력에 동참
하기 해 최근 선박에서 기로 방출하는 CO2의 양을 지수화 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이다. 그 

표 인 지수로서 신조선 설계·건조시에 용하는 에 지 효율지수(EEDI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와 재 는 건조 후 항행시에 운항선에 용되는 에 지 효율지표(EEOI :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그리고 운항선의 에 지 효율 리 계획(SEEMP :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등이다. 본 지수는 선박을 설계·건조시부터 각 선박당 CO2의 배출값을 산정
하고 운항시에도 CO2배출을 개량하고 이를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향후 
3년내에 발효될 수 있는 임박한 CO2선박 배출 규제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ABSTRACT
      The present Since 2003,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CO₂ gas emission 
from ships has been discussing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representative 
emission index and indicator are the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the new ships and 
EEOI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during the voyage. For the CO₂ emission monitoring 
system, the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is also on the table. This global 
preparations to reduce the CO₂ emission is not except for the surface transportation. This research 
report elucidates the recent stream on the IMO CO₂ emission from ship and detail explanation on the 
EEDI and EEOI.

          Ke y w o r d s  : CO2 emission(이산화탄소배출), EEDI(신조선 에 지 효율지수), EEOI(운항선 에
지효율지표)

1. 주요내용

선박에 있어서의 온실가스(GHG : Greenhouse Gas) 배출규제는 2003년도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23회 총회를 통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GHG 저감에 관한 IMO 

정책 및 실행」(IMO[2003]) 이 채택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주제는 IMO 산하의 해양

환경보호위원회(MEPC :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를 통해서 국제 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제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WG :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국제조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구속력을 갖추고자 논의가 진행중이다.  

선박의 운항시 CO₂배출량의 장래예측을 살펴보면 현재 국제 해상 물동량을 년 3.0%의 지속적인 증가

세로 가정 할 경우, 2010년에 100으로 약 40년 후인 2050년에는 100×1.0340 = 326으로 해상 운송량은 

3.26배가 증가 한다는 계산과 동시에 운송효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CO₂의 배출량도 3.26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CO₂총배출량을 기준년도를 바탕으로 

2050년에 반으로 설정」을 가정하에 선박운항의 경우에도 적용을 시켜 본다면, 톤마일(ton·nmile)당 

50%/3.26=15.3%로 약 85% CO₂배출감소라고 하는 매우 부담되는 수치가 나온다. 향후 국제해상운송량

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될 경우 선박에서 기인되는 CO₂의 배출량 감소는 외항선에 있어서 아주 주

요한 도전과 동시에 기회임에 틀림없다.

현재 IMO에서는 선박의 CO₂배출성능(=연비성능)을 표시하는 지표로 2종류를 개발중이다

(MEPC/Circ.681[2009], MEPC/Circ.684[2009]). 첫 번째는 신조선 설계·건조시에 적용하는 에너지 효율

지수(EEDI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 두번째는 항행을 하고 있는 운항선의 에

너지 효율지표(EEOI :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이다. 이 두지수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

명한다. 이 지수의 근본적 개념은 「비용(여기서는 운송활동 : ton·nmile)」에 따른 「환경경비(여기서는 

CO₂배출량)」로서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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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환경경비

배출량사회이익운송량   (1)

여기서 분모의 사회이익은 화물량(ton)과 운송거리(nmile)을 의미한다. 지수는 아니지만 운항중의 CO₂

배출 모니터링에 대한 운항선의 에너지 효율관리 계획(SEEMP :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도 동시에 논의중에 있다.

또한 IMO는 MEPC를 중심으로 선박에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제조약 (MARPOL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의 부속서 VI(대기오염방지)에 새롭게 

「선박에서 부터의 CO₂배출규제」를 신설하려고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규칙의 기본방침으로서는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신조선에 대해서 신조선 에너지 효율지표(EEDI)의 계산을 의무화 함

(2) 총톤수 400톤 이상의 전체의 선박에 SEEMP의 유지를 의무화 함

(3)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대형 조선소의 신조선에 대해서 신조선에너지효율지표(EEDI)의 저감기준을 

설정함

등이다. 본 기본방침하에 2011년도 7월에 개최되는 MEPC 62차에 선박 기인 CO₂ 배출지표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 및 각국의 의견을 조율 할 예정이다.

신조선의 CO₂ 배출규제가 강제화가 되면 모든 신조선은 선박고유의 EEDI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IMO에서는 EEDI의 인증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선박이 설계 및 수조시험 단계에서 EEDI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건조 후 MCR 75%의 기관출력하에 해상시운전을 실시 하여 다시 EEDI

값을 계산하고 초기 설계 단계에서 도출한 값을 보완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해상운전시 만재상태에서 실

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만재상태, MCR 75%시의 속력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해석을 

통하여 EEDI를 수정한다. 또한 수조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수조시험장의 인증제도 개발도 논의의 

대상이다. Fig. 1에는 신조선에 해당하는 EEDI와 기존선에 해당하는 EEOI의 절차를 구분해 둔것이며 

EEDI의 경우 단계마다의 설명을 첨가 하였다. 즉, 설계시에 해당사양(기관출력, 연비, 속력 및 에너지 설

비등)으로부터 EEDI를 계산 해 보니 5.0g/ton·nmile이 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후 선급과 같은 인증기

관에서 초기 추정값을 확인하고 그 값이 해상시운전시 나타난 값과 비교를 하여 보정을 한다. 이 값이 그 

배의 고유 EEDI 값이 되고 선박은 운항모드 즉 EEOI로 넘어가서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Fig. 1. Certification process for EEDI and EEOI

선박으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물질중에 이미 이산화질소(NOX)와 이산화황(SOX)은 IMO의 규제하에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엄격해 지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규제도 MARPOL ANNEX VI에 포함

코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새로운 규제는 새로운 산업을 도출시키듯이 CO₂ 규제를 통하여 선박의 동력장

치계통에 새로운 산업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NOX나 SOX 규제로 인해서 대처기술이 많이 적

용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대비 효율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기술들을 산업체에서 개발 적용시키고 있다.

EEDI, EEOI를 선박의 설계 및 운항에 적용시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국제사회는 IMO 

MEPC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오고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최되는 MEPC 62에는 CO₂ 배출제어

를 위한 기술적 조약안이나 발효시점 등을 논할 뿐만아니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첨예한 대립의 축

소, 그리고  숙제로 남겨진 기술적 난제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MARPOL내에 CO₂ 배출규제를 

위한 조약개정을 위해서는 오는 MEPC 62차에 채택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효가 발효되기 까지는 최소 



1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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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상 해양분야 쟁 과 정책  함의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Marine issues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

Su Jin Park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지구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에 무척 민감하고, 그 향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해
수면 상승, 해안침식,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교란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해양생태계에 
한 변화는  세계 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과 인도양의 환 국가(Coral Reef Countries)
들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 폭풍, 산호  백화 상 등으로 인해 경제발 과 국가안 까지 받고 있는 상
황이다. 재 해수면상승, 연안침식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하고, 기후변화에 응하
여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양생태계를 포함하는 해양환경을 보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
제 인 논의는 기후변화 약, 교토의정서, 유엔해양법 약, 생물다양성 약, 96런던의정서 등 국제기후변화
규범(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후변화규범체계에
서의 해양분야 주요 쟁 (issue)을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에 미치는 함의와 응방향에 해 고찰하
고자 하 다

ABSTRACT
 
It has been reported that global ecosystem and biological diversity are very sensitive to climate 
change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considerable. In particular, such alterations in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entailed from climate change as sea level rise, sea shore erosion, 
ocean acidification and marine bio-diversity disturbance become serious at the global level. In addition, 
it is true that Coral Reef Countries in the Pacific and the Indian Ocean are facing threats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due to sea level rise, flood, storms, coral reef bleaching. 
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proceeded discussions in the various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such as UNFCCC, Kyoto Protocol, UNCLOS, CBD, 96 London Protocol on measures 
both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marine environment and to conserve marine 
biodiversity and facilitate sustainable use of marine ecosystem through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us, this study explores marine issues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analyses the policy 
implication and recommendation on Korea's marine climate change policy. 

 Keywords : Climate Change Policy, CBD,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Marine Biodiversity,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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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분석에 의한 해상풍력발 단지 타당성 분석 

정문선, 문채주, 조규 (목포 학교), 양창조(목포해양 학교)

The Offshore Wind Farm Feasibility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Wind Conditions   

 Moon Seon Jeong. Chae Joo Moon, Kyu Pan Jo(Mokpo National University), 

Chang-Jo Yang(Mokpo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최근 풍속이 크고 풍향의 변화가 으며 특히 표면 거칠기가 낮아 좋은 품질의 풍력자원을 얻

을 수 있는 해상풍력발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풍력에 지를 효율 으로 이용하

기 해 풍력발 기와 발 단지의 규모는 형화 되고 있으며. 규모 풍력발 단지의 건설은 

발 단지 설치에 막 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단하기 해 풍력발 단지 선정지역에서 연간 생산되는 발 량을 측하는 것이 매우 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임자도 인근에 설치된 Met mast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3[MW]  34기 

풍력발 기를 선정하여 연간 생산되는 에 지량을 풍력단지 설계를 목 으로 리 사용되고 있

는 WindPRO을 활용하여 계산하 다. 그 결과 선정지역에서는 308,247[MWh/year]로 나타나고, 

34.5%의 이용률이 계산된다.

ABSTRACT

In recently, offshore wind farms that can obtain a good quality wind resource with 
high wind speed, low changes in wind direction, and low surface roughness are 
increasing rapidly. Furthermore, the scale of wind farms and wind turbines is 
becoming a large scale, for the efficient using of wind energy. And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wind farms requires more and more erection expenses. Accordingly, 
the prediction of the gross generation of electricity at the selected region of the 
wind farm annually is very important to make a decision of the commercialization 
and to minimize economic burden. This paper shows the analysis results of wind 
conditions  from Imjado met mast, and also calculated the produced energy rate 
annually by using WindPRO. The calculated data shows  308,247[MWh/year] at the 
Imjado area, and a rate of utilization shows 34.5%. 

K eyw ords : WindPRO, WAsP((Wind atlas analysis and application program), 풍력자원

(Wind resource), 연간발 량 (Annual energ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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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자원의 평가에 한 연구
양창조, 황안둥(목포해양 학교), 문채주(목포 학교), 이 호(한국해양 학교)

A Study of Assessment of Tidal current energy
Chang-Jo Yang, Hwang An doong(Mokpo Maritime University)

Chae Joo Moon(Mokpo National University)
Lee Young-Ho(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조류자원을 평가하기 해 양쪽이 무한한 바다에 연결되어 있고, 수평한 바닥을 갖고 있는 수로

를 가정하고, 수 의 시간변화에 따른 동 효과를 무시한 개수로 유동에서 양 끝단의 수두 차에 

의해 구동되는 단순 수로에 해 에 지 추출 모델을 제안하 다. 조류에 지는 그 단면을 지나

는 유속의 3승에 비례하며, 수로 내에서의 에 지 추출은 반드시 유속의 감소를 래하 다. 교

란되지 않는 흐름의 수로에서 10%의 에 지 추출은 약 5.7%의 유속 감속을 래하며, 20%가 추

출되면 유속은 약 11.3%로 감소되었다. 한 수로 내에서 더 유속 감소가 가능하다면 이용 가능

한 에 지의 추출은 보다 높을 수 있음을 보 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extraction potential of tidal stream resources from the simplified channel 
in which flow is driven by a head difference between inlet and outlet. Energy extraction 
alters the flow within a simple channel, and extraction of 10% energy flux in a natural 
channel would give rise to a flow speed reduction of about 5.7%. If 20% of the undisturbed 
energy flux is extracted, the flow speed is reduced by 11.3%. The simple channel also 
suggested that extractable energy might be higher if flow speed reductions are considered 
acceptable.

Keywords : Tidal current(조류), Energy Extraction(에 지 추출), Shear Stress( 단 응

력), Tidal Flux Method(조류속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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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100kW 용량의 조류발 용 HAT 임펠러의 성능평가에 한 실

험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은 지름 700mm의 3가지 모형 모델을 이용하

여 부산 학교의 100m 인 차에서 실행되었다. 모형 모델의 T.S.R을 변

화시켜 실험을 시행하여 정성 이고 정량 인 동력계수의 실험 결과 값을 

얻고, 각 case의 실험 결과들을 상호 비교 하 다. 향후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결과 와의 차이에 한 보다 자세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ABSTRACT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performances of a 100kW marine 

current turbines(Horizontal Axis Turbine)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700mm diameter models in PNU 100m towing tank. The 

quantitative and also qualitative test results of power coefficient have 

been obtained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ip speed ratio.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among the model impellers of 3 cases. The 

more detail validation for the present experimental study would be 

expected in a near futur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putation 

and experiment. 

Keywords : Horizontal Axis Tidal Current Turbine(수평축 

조류발  터빈), Marine Current Turbine(조류발  터빈), 

Power Coefficient(동력계수), Tip Speed Ratio (날개 끝 속도

비), Renewable energy(신재생에 지), 이크(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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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Nomenclature

       rotor swept area  

       axial flow induction factor

′       tangential flow induction factor

       chord length 

       rotor diameter 

      power coefficient

      torque coefficient

       blade tip radius 

        radius of blade element 

    Tip Speed Ratio  



       free stream velocity 

        angle of attack

        inflow angle

         twist angle

       non-dimensional radial position

        blade solidity 

        rotational speed of rotor

    

   세계는 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기와 고유가로 표되는 ‘자원’ 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

다. 지  과 같이 ‘에 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 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손

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망이 나올 정도이다.(Stern Review[2007]). 조류발

은 조류의 운동에 지를 회 에 지로 변환하여 발 하는 무공해 에 지로서 조류흐름의 방향과 발  

장치의 축의 방향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평행한 수평축(Horizontal Axis Turbine, HAT) 터빈과 조류

방향과 발 장치의 축이 수직인 수직축(Vertical Axis Turbine, VAT) 방식으로 분류 된다. 

 조류발 의 특징은 해상풍력과 달리 도가 공기의 약 1000배인 해수의 흐름을 이용하기에 상 으

로 작은 터빈의 크기로도 해상풍력에 비해 큰 에 지를 얻을 수 있다. 한 제방이나 을 건설할 필

요 없이 수 에 직  설치를 하므로 조력발 에 비해 상 으로 공사비가 렴하고 환경 친화 인 

해양에 지원으로 각 을 받고 있으며 안정 인 기류특성을 갖는 조류를 이용하기에 풍력에 비하여 

안정 이고 지속 가능한 발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해외의 조류발 의 가정 선도 인 나라는 국으로 스코틀랜드 북쪽의 강한 조류발생지역을 심으

로 설치가 되고 있다. 주로 단일 블 이드 기 으로 재 500kW ~ 1MW 의 조류발  설비가 개발 

되고 있으며, 본격 인 실용화를 앞에 두고 있다. 국내의 경우 1MW 의 수직축 헬리컬 타입의 터

빈을 장착한 조류발  설비를 울돌목에 설치하 다. 설치에 있어서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핵심부품인 터빈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하 다.[2]

 조류발 에서 터빈은 핵심 인 부분이지만 개발 역사가 짧아 국내외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상

당부분 기존의 풍력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그 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 캐비테이션, 유체의 흐

름, 해수의 특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한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많으리라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조류발  터빈 실험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부분의 연구는 터빈의 설계  

CFD를 이용한 해석을 으로 다루고 있으며 터빈 성능실험의 경우 회류수조를 이용한 터빈의 성

능 측정 실험(Jo et al. [2008],[2009])으로 인수조를 이용한 성능 실험은 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류발  터빈의 연구결과를 용한(Kim et al.[2010]), (Shin et al.[2010]), [5] 

3개의 블 이드를 갖는 3개의 서로 다른 형상의 수평축 조류발  터빈 모형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인 차에서 회 수와 토크 센서를 이용하여 TSR에 따른 성능계수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  검토 

하 으며 이놀즈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기 해 속도구간과 회 수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되어진 모형 터빈은 풍력기반 설계 블 이드, 유체흐름을 고려하여 조류발

의 특성을 고려한 블 이드, 성능  캐비테이션을 고려하여 의 형상에 변화를  블 이드를 제작 

하 다. 



2. 실험 모델

2.1 블 이드 설계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기  블 이드(CASE-1)는 풍력기반의 블 이드 설계이론인 BEMT(Blade 

Element Momentum Theory)를 이용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설계되었다.(Bulton et al.[2001])

     

   a. 설계 기 라메터 결정(용량, 속도, 설계TSR 등)

   b. 로터 직경 결정

   c. 흐름 유도계수 a(axial flow induction factor), a'(tangential flow induction factor) 계산

   d. 입구 유동각 Φ, 비틀림각 θ 결정

   e. Solidty 

 결정

   f. 코드길이 c 결정

 풍력 터빈의 에어포일은 NACA-63418, DU-93-W-210 단면을 용하 으며 2차원 에어포일 양항력 

데이터는 X-FOIL 을 이용하여 계산 하 다. 단면 배치는 블 이드의 비틀림 축 심은 단면의 리딩

에지 로부터 25% 치에 오도록 하여 배치하 다. 아래 표 1, 2는 공력 설계된 블 이드의 제원과 형

상을 나타낸다.

Design parameters Values

Prated: Rated power 100kW

Cp: Estimated power coefficient 0.48

η: Estimated drive train efficiency 0.9

Vrated: Rated stream velocity 2m/s

ρ: Sea water density 1024kg/m3

λ: Tip speed ratio 5.1773

D: Diameter 8m

N: Blade number 3

ω: Rotational speed 24.72rpm

Table .1 Blade design parameter

  

section Chord(mm)
Twist 

angle(deg
)

foil type

0.00 - -

0.05 - -

0.10 - -

0.15 300 - cylinder

0.20 300 - cylinder

0.25 transition transition transition

0.30 684.11 16.98 DU-93-W-210

0.35 655.11 14.59 DU-93-W-210

0.40 626.11 12.66 DU-93-W-210

0.45 597.10 11.07 DU-93-W-210

0.50 568.10 9.75 DU-93-W-210

0.55 539.10 8.64 DU-93-W-210

0.60 510.09 7.69 DU-93-W-210

0.65 481.09 6.87 DU-93-W-210

0.70 452.09 6.15 DU-93-W-210

0.75 423.08 5.50 NACA63418

0.80 394.08 4.91 NACA63418

0.85 365.08 4.33 NACA63418

0.90 336.08 3.74 NACA63418

0.95 307.07 3.02 NACA63418

1.00 278.07 2.50 NACA63418

Table .2 Particulars of blade and hub

모형실험에 제작  사용된 터빈은 표 2의 터빈을 기 (CASE -1)으로 기존 조류발  터빈의 연구 결

과를 용한 세 종류를 선정하여 제작하 다. (Kim et al.[2010]) (Shin et, al.[2010])

   풍력기반의 터빈(CASE-1), 조류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터빈(CASE-2), 캐비테이션과 날개 끝 

볼텍스 방지  성능향상을 휘한  이크 터빈 (CASE-3)의 모형 터빈을 제작하여 성능계측 실험을 

실시하 다. 각각의 모형 터빈은 표 3, 그림 .1, 2 과 같은 단면 형상과 특징을 가진다. 모형터빈은 축

척 비 λ=11.43의 직경 700mm의 터빈으로 루드 상사를 만족하며 CASE-1 터빈은 원형의 허  체결

부와 DU-93-W-210, NACA63-418 단면을 사용하 으며 CASE-2 터빈은 측하기 용이한 조류의 특



성을 고려하여 2:1 타원형 허  체결부 형상과 NACA63-418 단면만을 용하 다. CASE-3 터빈은 

CASE-2와 같은 터빈에 0.95R부터 45°의 이크 각과 반지름의 2% 길이의 이크를 주고 블 이드 

을 라운딩 처리하 다. 제작된 모든 모형 터빈은 5축 가공 CNC 머신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재질로 

공차를 최소화 하여 제작하 으며 수 에서의 실험을 고려하여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 다. 그림 .1, 2 

는  터빈의 모델링과 사진이다.

Case No r/R Hub & Foil Shape Characteristic

Case-1

0.15 ~0.2 Cylinder

Wind turbine 

base
0.3 ~0.7 DU-93-W-210

0.7~1.0 NACA63-418

Case-2

0.15~0.2 Ellipse (2:1)  Modified tidal

stream turbine0.3~1.0 NACA63-418

Case-3

0.15~0.2 Ellipse (2:1)  Tip rake 

0.02R(2%)

+Tip rounding0.3~0.10 NACA63-418

Table 3. Characteristics of turbine cases  

FIg 1. Photograph of the blade 

Fig 2. Blade tip shape



3 . 실험 장치

3.1 Towing tank 

 

   조류발  터빈의 성능실험은 부산 학교 인수조에서 수행 하 으며 수조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Length                          100m

   Breadth                         8m 

   Depth                           3.5m, 5m

   Maximum carriage speed         7m/s

인 차실험의 장 은 넓은 면 으로 인하여 회류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Blockage effec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과 실험 장비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모형터빈의 직경을 증가시켜 보다 실제 터빈에 가까

운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이다. 하지만 인 시간이 짧아 회류수조와 같이 장시간 연속 인 실

험이 불가능한 단 도 있다.

3.2 조류발 용 성능 실험 장치 

   본 연구를 해 제작된 실험 장비는 선박용 로펠러 단독성능 실험장치(Propeller Open Water)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POW 실험 장치와의 가장 큰 차이 은 동력을 이용하여 로터를 회

시키는 개념(Active)이 아닌 차를 인함으로 발생하는 터빈 유입속도를 이용하여 수동 으로 터

빈을 회 (Passive)시켜 터빈의 성능을 측정한다는 이다. 그림 .3, 표 .4 는 조류발  실험 장치의 각

부 명칭  제원을 나타낸다.

Fig 3. layout of experimental rig

Height 2517

Breath 360×430

Main shaft height 623

Main shaft diameter Φ90

Turbine shaft length 637

Turbine shaft diameter Φ100(138)

Table 4. Experimental rig parameter (mm)

   조류발  실험 장치는 터빈의 교환이 가능한 터빈 샤 트부 와 메인 샤 트부 , 터빈의 성능을 계

측하기 한 토크(Torque), 회 수(rpm) 센서, 회 수의 컨트롤을 한 우더 이크(Powder 

break)와 데이터 측정  우더 이크 컨트롤을 한 용 인디 이터로 구성된다. 



동력의 달경로는 터빈 로터와 같이 회 하는 수평축이 베벨기어를 통해 메인 샤 트 안쪽의 축과 

직각으로 맞물리고 토크  회 수 센서를 거쳐 우더 이크와 연결된다. 헬리컬 베벨 기어를 사

용하여 소음을 이고 달되는 토크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 다. 토크  회 수 센서는 최  

100Nm, 10000rpm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우더 이크는 회 축에 마찰을 일으켜 터빈의 회 속도

를 조 하는 장치이며 최  50Nm의 용량을 가진다. 이크 방식은 미끄럼마찰에 의해 회 속도를 

감속 시키는 방식이고 압에 의한 조 이 가능한 자식 이크 형식을 갖는다.

회 수  토크는 Shaft type torque transduc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토크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5V 의 회 수  토크 신호는 DI-230 토크센서 용 인디 이터를 통해 출력되고 입력된 데이터의 

처리는 부산 학교 인수조의 데이터 획득시스템(DAS)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의 인속도 정보와 

회 수로부터 날개 끝 속도비(TSR)를 얻어내고 토크와 회 수의 곱을 무차원화 하여 동력계수를 구

하 다. 실험은 0.7 ~ 3.0m/s 범 의 속도에서 최  회 수를 측정한 후 우더 이크를 이용하여 

회 수를 맞추고 이에 따른 토크를 측정하 다. Fig .4는 실험 계측 장비를 통한 측정 데이터의 흐름

을 사진과 개요도로 나타내었다.

 
 

Fig 4. Experimental data acquisition



4 . 실험 차

4.1 실험 목   차 

 

   체 실험의 목 은 블 이드 형상에 따른 수평축 조류발  터빈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해 인 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속도 변화에 따른 터빈의 토크와 회 수를 측정했다.

실험 방법은 회 수를 고정하고 인 속도의 변화를 주어 그에 따른 토크를 측정 하 으며 이놀드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해 유입 속도를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해 무 

부하 상태에서 0.7~3.0m/s의 범 에서 차를 인하여 각각의 속도에서 터빈의 최  회 수를 측정하

고 이를 참고하여 측정 구간속도와 고정 회 수를 결정하 다.  

4.2 데이터의 획득과 정리

 

   실험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인속도와 회 속도에서 발생한 토크  회 수를 용한 날개끝 속도

비(TSR)는 센서를 통해 얻었으며 센서를 통해 용 인디 이터로 얻어진 압은 측정 데이터에서 

기 데이터를 빼고 Offset 0 으로 수정한 후 캘리 이션 평균값을 곱하여 계산하 다.

측정값으로 얻은 실험 데이터는 상호 비교를 하여 아래 수식에 나타난 TSR, Power coefficient

 , Torque Coefficient   와 같은 계수로 무차원화 되었다.

 Tip Speed Ratio        







                                     (1)

 Power coefficient          











                                            (2)

 Torqu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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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ynolds number
         





      

                  (4)

   : Torque 

   : Angular velocity 

  : Free stream velocity 

   : Water density  

   : Blade swept area  

   : chord length

4.3 Blockage effect

  

   인수조의 제원을 이용한 가로 투  단면 과 터빈의 회  면 의 비를 계산 했을 때 터빈의 회

면 은 체 실험 부 면 의 1.6%를 차지한다. 벽면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 인 차를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풍동 실험에서는 Blockage ratio가 20%가 넘지 않는 실험은 blockage effect의 

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jang et al.[2000]), 해외에서 수행되어진 조류발  터빈의 검

증을 한 인 차를 이용한 실험 결과에서는 Blockage ratio가 7.5% 일 때 효율감소율이 5%라고 

알려져 있다.(A.S. Bahaj et al.[2007]) 본 연구의 모형 블 이드간의 상호비교를 목 으로 하고 

blockage effect는 작은 수 이라 보고 실험을 수행하 다. 



5. 실험결과  분석

   인 차를 이용한 모형실험의 결과에 한 분석은 날개끝 속도비(TSR)에 따른 동력계수(Power 

Coefficient)를 비교하여 평가 하 으며, 이놀즈수에 따른 동력계수의 변화를 알기 해 유입속도를 

변화시켜 동력계수를 측정  비교하 다. 데이터 획득에 있어서 측정 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데이터 측정 에 목표 속도와 회 수를 맞춘 후 1 에 100회의 데이터

를 10 간 측정하 다. 성능 측정방법은 회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차의 인속도를 변화시켜 측

정 하 으며 토크 측정 시험 이 에 무 부하 상태에서 속도(0.7~3.0m/s)에 따른 최  회 수를 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크 측정을 한 회 수  속도 범 를 결정하 다. Fig. 5는 무 부하 상태

에서의 회 수를 측정한 값으로 체 범 는 150 ~ 700rpm 으로 측정 되었으며 CASE-1이 가장 낮고 

CASE-2, CASE-3의 경우 비슷한 회 수가 측정 되었다. 회 수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면의 형

상의 차이 이며 동일한 속도에서 25~30rpm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최  두께가 코드길이

의 18%로 얇은 NACA63-418 단면이 DU-93-W-210 단면 보다 성능 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유

입속도가 2.0m/s 인 구간을 기 으로 3개의 터빈 모두 회 수의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속

도의 증가에 따른 블 이드의 Stall 으로 인한 상으로 단된다. 

 표 .5 는 모형실험에 사용된 터빈의 이놀즈수를 나타낸 값으로 이 수치는 터빈의 0.7R 반경에서의 

코드길이를 기 으로 계산된 값이다. Marine propeller의 경우 모형실험 시 루드 상사와 이놀즈 

상사를 동시에 맞출 수 없으므로 가  층류를 피하기 해 ×  이상의 이놀즈수 이상에서 실

험을 수행하며 회 수를 높이고 TSR의 역수인 진비를 기 으로 실험을 수행한다.[10] 이를 참고로 

조류발 의 터빈실험 수행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이놀즈수를 맞추기 해 유입속도와 회 수를 증가

시켜 동일 TSR을 기 으로 효율계수를 측정 비교 하 다. 

Fig .5 Free rotation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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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의 그래 는 CASE-1, 2 ,3 의 이놀드수의 증가에 의한 동력계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유입속도와 회 수를 증가 시켜 측정한 날개 끝 속도비(TSR)에 따른 동력계수의 그래 와 토크계수 

 측정 토크의 비교이다. 3개의 CASE 모두 TSR이 높은 구간에서는 이놀즈수가 높을수록 동력계

수가 높게 측정 되었으나 설계 TSR(5.2) 근처의 역에서는 일정한 효율로 수렴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입 속도의 증가에 의한 이놀드수의 증가가 에어포일의 특성상 양항비의 증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력계수가 증가함으로 단되며 최  동력계수 측정구간인 TSR 5 근처의 역에 한 

동력계수의 수렴 상은 이놀즈수가 증가하여 성능계수도 증가해야 하지만 유입 유속이 증가함에 따

라 블 이드에 유입되는 유체의 받음각이 변함에 따라 블 이드의 스톨 상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력

이 감소하여 터빈의 효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으로 단된다.



(1) CASE-1 Power coefficient (2) CASE-1 Torque coefficient (3) CASE-1 Torque

(4) CASE-2 Power coefficient (5) CASE-2 Torque coefficient (6) CASE-2 Torque  

(7) CASE-3 Power coefficient (8) CASE-3 Torque coefficient (9) CASE-3 Torque 

Fig .6 Comparison of turbin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speed & rpm

 

   그림 .7 는 시험에 사용된 3개의 형상의 터빈을 상호 비교한 그래 이다. 그래 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CASE 3의 동력계수가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 CASE 1과 2의 차이는 에어포일의 양항비의 차

이가 원인이며 DU-93-W-210 단면과 혼합된 단면을 사용하는 것보다 NACA63-418 단면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효율이 더 높으며 CASE 3의 경우는 이크로 인한 블 이드 끝 에서 발생하는 볼텍

스를 억제함으로서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상호 비교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풍력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그 로 사용하는 조류발 용 블 이드 보

다는 조류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킴으로서 성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at low speed

(0.9~1.9m/s) 

(2)   at middle speed

(1.1~2.4m/s)

(3)   at high speed

(1.4~3.0m/s)

(4)   at low speed

(0.9~1.9m/s) 

(5)   at middle speed 

(1.1~2.4m/s)

(6)   at high speed

(1.4~3.0m/s)

(7) Torque at low speed 

(0.9~1.9m/s) 

(8) Torque at middle speed 

(1.1~2.4m/s)

(9) Torque at high speed 

(1.4~3.0m/s)

  

Fig .7 Comparison of CASE 1, 2, 3 

6 . 결 론

 

   풍력설계 기반의  공력성능  BEMT 이론을 용하여 설계한 블 이드를 베이스로 조류의 특성

에 맞게 변형시킨 블 이드와  이크를 용한 3개의 서로 다른 형상을 가진 모형 터빈을 제작하

여 인 차를 이용해 성능실험을 수행하 다. 유속을 변화시키면서 회 수에 따른 토크를 측정하여 

무차원화 된 동력계수를 이용하여 성능을 상호 비교  분석하 다. 

 설계 날개끝 속도비(TSR)인 5 ~ 6 의 구간에서 최 동력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 고 이는 설계

TSR 에 일치함을 보이는 결과이다.



각각의 실험 CASE는 이놀드수의 향을 확인하기 해 유입속도를 증가시켜 3개의 구간에서 동력

계수를 측정하 으며 유입속도가 증가하여 이놀드수가 클수록 동력계수도 증가함을 확인했고 이는 

이놀드수의 증가가 에어포일의 양항비를 증가시켜 성능의 향상됨을 확인했으며 설계 TSR 근처에서 

일정한 동력계수로 수렴하는 유입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블 이드에 유입되는 유체의 받음각이 변함

에 따라 블 이드의 스톨 상으로 인하여 양력이 감소하여 터빈의 효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으로 단된다.

 3개의 다른 형상의 터빈의 성능을 측정실험의 결과 풍력기반의 CASE -1 터빈보다는 조류발 의 특

성에 맞게 에어포일의 형상과 허  체결부를 변형시킨 CASE-2가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 CASE-2 

의 블 이드에  이크를 용하여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볼텍스를 억제하는 CASE -3 의 터빈이 

성능 면에서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실제 터빈이나 CFD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결과 비교 분석  모형 결과에 한 실선 확장

에 한 연구와 함께 자유 수면이 터빈의 성능에 미치는 효과, 유효 받음각을 고려한 비틀림 각의 변

화를 고려한 연구, 캐비테이션 실험 등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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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요소 운동량 이론 방법을 이용한 
조류발 터빈 성능해석

김동환, 이주 , 박세완, 이신형 (서울 학교 항성능연구실)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arine current turbine
using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D.H.Kim, J.H.Lee, S.W.Park, S.H.R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wing Tank)
                

요 약

수평축 조류발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기 하여 날개 요소 운동량 이론을 이용

한 성능해석 방법을 개발하 다. 개발된 방법은 날개끝과 허 에서 일어나는 유

속 손실의 향을 고려하기 해 Prandtl의 식을 사용하 고 TSR이 비교  낮

은 작동 조건에서 운동량 이론의 추력계수 식을 보정하기 해 GH-Bladed에서 

제안한 추력계수 보간식을 사용하 다. 해석에 요구되는 수력학계수는 2차원 

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좁은 범 의 각에서 계산하 고 Viterna-Corrigan의 

외삽법을 용함으로써 실속 후의 값들도 얻을 수 있었다. 개발된 방법의 검증을 

하여 미국 DOE/NREL/Alliance에서 제공하는 풍력터빈 성능해석 로그램 

WT_Perf과 동일한 터빈에 해 성능해석을 수행하여 동력 계수를 비교하 고 

값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검증된 방법으로 반지름이 4m인 모델 터빈의 

성능을 해석하 다. 마지막으로, 해석된 결과를 반지름이 700mm인 모델 터빈으

로 인수조에서 수행된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computational method based on the blade element-momentum 

theory (BEMT) was developed for the prediction of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of the horizontal axis marine current turbines. The 

developed method treats the loss of the induced velocity at the blade 

tip or hub by adopting the Prandtl’s tip loss correction model. The 

hydrodynamic coefficients required for the prediction was calculated by 

two-dimensional (2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ethod for a 

short range of the angle of attack and then extrapolated up to -180 to 

180 degree through Viterna-Corrigan method. To take into account the 

gap between the thrust coefficients from the momentum theory and 

from experiment, the interpolated formula from GH-Bladed was adopted. 

The developed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results predicted by WT_Perf, a wind turbine performance 

predictor provided by DOE/NREL/Alliance. With the verified model, the 

hydrodynamic performance prediction for the 4 m radius designed 

turbine was performed. Finally, the prediction result was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700 mm radius designed turbine performed 

at a towing tank. 

K e y w o r d s  : Marine Current Turbine (조류발 터빈), 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날개 요소 운동량 이론), Performance 

Analysis (성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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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류발 용 터빈의 성능 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 로 소 트웨어를 구 하 다. 기존의 수직축 터빈  
수평축 터빈의 수치해석 결과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해역의 환경조건과 요구 발 량에 부합하는 기 설계용 
터빈 설계 소 트웨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수직축 터빈은 H-darrieus turbine, 수평축 터빈은 이크가 없는 기존 
터빈 형상을 표 터빈으로 선정하여 터빈의 요구발 량 범 에서 표 화된 수평축  수직축 터빈의 계열 성능자료를 구
축하 다. 수평축 터빈은 풍력  선박 추진기의 날개 단면을 검토하여 최 모델을 선정하고, 수직축 터빈은 라메트릭 
스터디를 통하여 성능해석을 수행하 다. 수평축 터빈의 주요 라메타는 직경, 코드길이, 트 스트 앵 , 발 량이고, 수
직축 터빈의 주요 라메터는 날개 수, 직경 스팬비, 솔리디티로 선정하 다. 수평축 터빈은 효율, 캐비테이션  강도 
에서, 수직축 터빈은 효율, 공진회피, 구조진동 에서 설계 범 의 제한을 두기로 한다. Visual C++라이 러리를 이

용하여 임 워크를 구축하고 최종 터빈 형상은 3D CAD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디스 이 한다. 수직축  
수평축 터빈 각각의 라메터의 형상  성능이 반 된 소 트웨어를 구 하 다.          

ABSTRACT
 Tidal stream turbine built by the performance of the software was implemented based on 
the database. The existing vertical axis turbine(VAT) and horizontal axis turbine(HAT) 
collect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area into database by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power generation turbines designed for meet the initial designs are aimed at 
the development of software systems. The standard vertical axis turbines is H-darrieus 
turbine, and horizontal axis turbines do not have a rake to shape the existing turbines were 
selected as the standard turbine power generation turbines in the range of needs of a 
standardized series of horizontal and vertical turbine performance data was developed. The 
essential parameter of horizontal axis turbine is diameter, cord length, twist angle, the 
turbine's power generation. And number of blade, diameter, solidity is the essential 
parameter of vertical axis turbine. The horizontal axis turbine is efficiency, cavitation, and 
in terms of strength, and vertical axis turbine is efficiency, resonance avoidance, in terms of 
structural vibration design is to place limits on the range. Visual C++libraries built using 
the framework and the final turbine geometry using 3D CAD library is displayed in three 
dimensions.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turbine configuration and performance of each of the 
parameters that reflect the software has been implemented.

Keywords: Tidal Stream Turbine(조류발  터빈),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산유체역학), software(소 트웨어), 
vertical axis turbine(수직축 터빈), horizontal axis turbine(수직축 터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rresponding author: bshyun@hhu.ac.kr

2011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6월 2일(목)～3일(금) 부산 BEXCO



CFD를 이용한 수평축 조류발  후류 특성분석

조 철 희✝, 이 강 희, 노 유 호, 이  호

인하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The Analysis of Wakes behind Tidal Current Power Turbine by CFD

Chul-Hee Jo✝, Kang-Hee Lee, Yu-Ho Rho, Jun-Ho Lee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Inha Univ., Incheon, 402-751, Korea

요  약
Due to global warming, the need to secure an alternative resource has become more important 
nationally and the west coast of Korea with high tidal range of up to 9.7m, numerous tidal current 
power projects are being planned and constructed. The turbine, which initially converts the energy, 
is a very important component because it affects the efficiency of the entire system. The power 
generation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incoming flow velocity and the size of the turbine. To 
extract a great quantity of power, the tidal current farm is necessary with multi-arrangement in the 
ocean. However, the interactions between devices als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total power 
capac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wake behind a device for 
turbine performance considering the interaction problems. And also the wake pattern will dictate how 
turbines could be placed on the site for generating maximum power in a specific field. This paper 
introduces the fundamental CFD analysis on wakes induced by a tidal current power turbine.

Keywords: Tidal Current Power(TCP: 조류발 ), Horizontal Axis Turbine(HAT: 수평축 터빈),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산 유체 역학), Renewable energy(신재생 에 지), Wake(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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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부체의 수직운동을 이용한  에 지 추출
조일형(제주 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고 (제주 학교 풍력특성화 동과정) 

Extraction of Wave Energy Using a Heave Motion of a Single Floater
Il-Hyoung Cho(Department of Ocean System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Hyeok-Jun Koh(Multidisciplinary Graduate School for Wind Energy,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입사 의 장에 비하여 작은 크기를 갖는 부유체의 수직운동을 이용하여 발 하
는 방식을 point absorber 발 방식이라 부르며 1970년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때 부유체의 운동을 극 화하기 하여 입사 의 에 지가 집 되어 
있는 주기에 공진이 일어나도록 부유체의 형상을 설계한다. 부유체의 운동에 지
로부터 기에 지를 추출하기 한 장치(power take-off, PTO)로 구자석과 고
정자의 상 운동으로부터 직 으로 기를 생산하는 선형 기 발 기(linear 
electric generator)를 채택하 다. 먼  수면 에 떠 있는 원기둥의 수직운동을 해
석하기 하여 선형포텐셜이론에 근거한 경계치문제를 회 문제와 방사문제로 나
어 고유함수 개법을 사용하여 풀어 기진력과 동유체력을 구하고 운동방정식

에 입하여 운동변 를 구하 다.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ANSYS 
AQWA 상용코드를 사용하여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원기둥 내부에는 질량, 스
링, 감쇠장치로 구성된 에 지 추출장치(PTO)를 설치하 다. 원기둥의 수직운동은 
PTO내의 피스톤의 운동을 유발하며 이때 원기둥과 피스톤의 상 운동 속도가 최
가 되도록 PTO내의 스 링 강성계수와 감쇠계수를 설계하 다. 실제 해상의 불

규칙 를 고려하기 하여 JONSWAP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불규칙 랑  원기둥
과 피스톤의 운동특성과 워를 유의 고와 최 주기를 바꿔가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feasibility of wave energy extraction from a heaving truncated cylinder 
and a piston connected by a linear spring-damper PTO inside has been 
investigated in the frame of three-dimensional linear potential theory. The 
performance of heaving motion of a circular cylinder is calculated by means of 
the matched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 Further, the analytical results are 
validated by numerical results using the ANSYS AQWA commercial code. By 
the action of wave, the piston can slide vertically inside the heaving cylinder. 
Wave energy is absorbed by means of the relative heaving motion between the 
cylinder and the piston. A heaving cylinder can achieve the high motion 
response at the resonant frequency when the natural frequency of a floating 
cylinder equals to the frequency of incident wave, but significantly less motion 
response at other frequencies. Also, if PTO device composed of mass, spring, 
damper is properly designed, then it has been shown that it contributes 
considerably at obtaining the higher conversion power. The significant heave 
amplitude of a cylinder and the relative significant heave amplitude between a 
cylinder and a piston are investigated with various significant wave heights and 
peak periods of irregular waves. 

Keywords : heave motion(수직운동), power take-off(에 지 추출), 
power absorbtion(에 지 흡수), eigenfunction expansion method(고
유함수 개법), resonance(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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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하베스 을 이용한 수력에 지 회수기술
김세빈, 송 후, 장형 , 양찬호, 우민식, 아시  아완, 성태  (한양 학교)

Water Energy Scavenging Technology using Piezoelectric Harvesting
S.B.Kim, D.Song, H.K.Jang, C.H.Yang, M.S.Woo, A.Mahmood, T.H.Sung (Hanyang Univ.)

                 

요 약
해양에서의 수류는 무한한 에 지원이다. 본 논문은 그 다이나믹한 수력에 지를 
하베스  (Harvesting)하여 필요한 력 (電力)을 생산하는 신개념 방식의 미활용 
수력에 지 회수기술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선 유연한 세라믹 혹은 폴리머 재질의 
압 소자를 사용한다. 유연한 압 소자는 그 방향과 진동에 있어서 랜덤 (random) 
하게 움직이는 해양의 수류를 통해 변형을 일으키며 발 을 하게 된다. 실험에선 
발 을 한 기계  구성으로 물에 띄우는 부표 (buoy)의 형태를 사용하 다. 물보
다 도가 낮은 물체를 이용하여 물 에 부상하게 하고, 완벽하게 방수처리를 한 
표면 속에 미세한 진동에도 쉽게 반응하는 외팔보 형태의 압 진동자를 탄성이 있
는 속 과 추를 이용하여 설치하 다. 이 시스템은 해양에서 력에 지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고치(波高値)에도 쉽게 반응하여 발 을 일으키게 된다. 한, 
Switch-Only 정류회로와 Bias-Flip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더 높은 효율의 정류회로
를 결정하 다.

ABSTRACT
Water stream in ocean is source of unlimited energy. This paper presents new 
method of water energy scavenging technology using piezoelectric harvesting to 
generate electricity. In this paper, flexible ceramic or polymer piezoelectric 
substrate was used. Flexible piezoelectric substrate generates electricity by 
changing its form caused from ocean’s stream moving in random direction and 
vibrating direction. Buoy type system on the surface of the ocean was applied 
to generate in this experiment. Using the materials less dense than water to 
float on ocean surface and cantilever piezoelectric system with metal plate and 
weight which was totally water proofed were installed to generate even in 
small vibration. This system easily responses and generates to even small wave 
height caused from the ocean’s water energy. Also, higher efficient rectifier was 
chosen by using switch-only rectifier and bias-flip rectifier.. 

Keywords : water stream(수류), wave height( 고), scavenge(회
수), ceramic(세라믹) or polymer(폴리머) piezoelectric(압 체), 

buoy(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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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형 력발  시스템 최 화를 한 latching 제어 연구

성화창*․박진배*

*연세 학교 기 자공학과 

Study on Latching Control Method for Optimizing the 
AWS-type Wave Generator System 

  

Hwa Chang Sung* and Jin Bae Park*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EY WORDS: Wave energy converter (WEC), Archimedes wave swing (AWS), latching 제어, Takagi-Sugeno (T-S) 퍼지모델, 선형 행

렬 부등식 (LMIs: linear matrix inequalities).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latching control algorithm to optimize the wave energy converter (WEC). Among the 

various WEC system, we have considered the Archimedes Wave Swing type (AWS-type) which is a fully-submerged system. For solving 
the concerned problems, we regard the laching control algorithm as output tracking problem. In order to design a feasible AWS 
controller, the nonlinear systems are converted to the Takagi-Sugeno (T--S) fuzzy systems, which are used as a basicframework to 

synthesize the fuzzy controller. All conditions for the synthesis of the controller are consistently formulated in linear matrix inequalities 
(LMIs).

1. 서    론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해양 에 지 시스템 (OES: Ocean 

Energy System)에 한 연구는 그간 풍력과 태양 으로 표되

었던 신 재생에 지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

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리  환경을 고려해 보건 , 3면의 바

다로 쌓여있다는 은 해양에 지의 활용에 있어 유리한 입지조

건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실제 해양 에 지를 이용한 

발  시스템 연구  실증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도의 

힘을 이용한 력발  (Wave Generator) 역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진형  월차형 력발  형태 주로 진행된 

국내연구의 경우 1970년 부터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했으

며, 최근에는 제주도  울진 부근에서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 세기와 주기가 유럽  미주 국가에 비해 

작다는 , 해역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 그리고 여름부

터 가을까지 태풍의 향권이라는  등에 비추어 볼 때 력발

의 활성화를 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 된 문제에 한 해결책 역시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에서도 2004년부터 포르투갈 해역에서 실증 발 이 

이루어지고 있는 AWS (Arechimedes Wave Swing)의 경우 발

 구조물이 간단하다는 과 수 에 치해 있다는 장 으로 

인해 국내 해상환경에 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2]. 해 에 

박진배: 서울특별시 신 동 연세 학교 120-749

 02-2123-2773  jbpark@yonsei.ac.kr

부착되어 도의 상하 운동에 맞춰 AWS 구조물이 움직이는 형

태이며, AWS 내부에는 구 자석으로 구성된 선형 발 기 

(LPMG: Linear Permanent Magnet Generator)가 치해 있다. 

결국 제안시스템의 발 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도의 주기에 따

른 구조물의 움직임과 LPMG의 설계에 따른 성능,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두 사안에 한 한 해결책이 주어 질 때 AWS의 

국내 해상환경 도입도 앞당겨 질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 에 주목하여, 국내 해상환경에 

합한 AWS형 력발  시스템 개발을 한 제어시스템 제안을 

목표로 한다. 우선 AWS형 발 시스템 구조물의 움직임을 최

으로 설정하는 방안으로서 Latching 제어 방안을 제안하게 된

다. 제안된 제어기법은 추후에 연구될 유한 요소법 (FEM: Finite 

Elementary Method) 도구로 분석한 새로운 LPMG 형태와 연계

된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보다 안정 이고 효율 인 력을 

생산할 수 있는 AWS형 력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

이 최종 목표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된 AWS형 

력발  시스템에 한 개요를 설명하며, 3장에서는 Latching 

제어에 해 다루게 되며 4장을 통해 본 논문은 마무리 된다. 

2. AWS형 력발  시스템 

AWS형 력발  시스템은 속이 빈 실린더 (cylinder), 덮개 

(lid) 그리고 부유물 (floa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에서 보

여지는 모습과 같다 [2]. 실린더 안은 공기로 가득 찬 채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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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of Archimedes wave swing 

(AWS) power generation system

고정되어 있으며, 도에 따라 부유물은 수직 상하운동을 하게 

된다. 도가 려오면 도의 무게에 따라 압력이 발생하게 되

고 이는 실린더 하향운동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상하 움직임에 

맞추어 내부에 존재하는 LPMG가 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형태

이다. 도의 힘에 의해 작동하는 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

의 주기나 고의 크기가 클수록 발 량은 증가하며, 내부 

LPMG 구성을 얼마나 효율 으로 하는가에 따라 높은 발 량이 

기 되기도 한다. 

 일반 으로 AWS 발  시스템의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구성 된다 [3].


lg

    (1)

여기서 는 내부 탱크의 공기 압력이며, 는 유체

(impulse), 는 부유물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창조된 도 

복사에 지(radiation), 는 부유물과 계없이 도로부터 

발생된 입사 에 지, 는 부유물의 무게, 은 실린더 내부

에 잔류하는 질소 실린더, 는 유체역학의 성 항력, 은 

기계  마찰력, 는 수력 퍼, lg는 LPMG의 기력을, 

은 체 시스템 무게를, 는 수직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 에

서 부분의 라미터의 경우는 상수로 주어지거나 도 시뮬

이터를 통해 생성될 수 있는 값이며, AWS 발  시스템 설

계에 직 으로 계하는 부분은 , , , lg 정도이다. 

그리고 ,  역시 부유물  실린더의 제작에 있어 재질문

제와 연 되는 문제로 시뮬 이션을 통한 설정 값은 , lg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 즉 수력 퍼는 부유물이 한계

까지 오르고 내릴 때 그것이 속도를 이거나 강한 충격을 피

하기 해 설계되며, 이는 내부 ELG의 움직임과도 연 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즉, 수력 퍼의 설계는 계 에 따라 시시

각각 변화하는 외부 도의 향에 맞춰 내부로 유입된 바닷

물의 정도를 더하거나 이는 특정 값을 찾아내는 것으로, 결

국에는 AWS 내부 공기 압력의 수치를 하게 조 하는 목

을 지니고 있다.

3. AWS형 력발  시스템을 한 

latching 제어 방안 마련

Fig. 2 Latching control method for AWS

  AWS형 력발  시스템은 도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력

을 생산하는 기기인 만큼, 도의 최고/최 에 따른 력 생

산량의 차이가 히 드러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도의 최

고/최 에 맞추어 AWS가 움직이게 된다면 더욱 효과 인 

력 생산을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의 경우 도 

주기 별 AWS 움직임을 나타내 본 것으로, 다음 두 조건을 만

족했을 때 가장 큰 력 생산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 

도가 최고 을 을 때 AWS는 가장 큰 힘을 받는 상태로 고

정; 2) 도가 최 을 을 때 AWS는 가장 높은 높이를 고

정. 해당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latching 제

어 기법이며, 이는 AWS 몸체의 움직임을 최고/최 에서 

locking 하는 제어 알고리즘이다 [5].  

  일반 인 도 움직임은 날씨와 계 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

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반

으로, 도 특성에 한 연구는 이러한 한계 을 인지하고 

도의 움직임을 여러 함수의 결합 형태로 나타내거나 [4], 도 

크기가 지니는 스펙트럼의 크기에 견주어 특정 모델을 도출해 

내게 된다 [5].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latching 제어의 경우 

도 움직임에 한 특정 함수를 기반으로 하여 기  신호 

로 설정하고, 이를 추종하는 제어기 설계를 목 으로 한

다. AWS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  모델이 비선형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여 설계된 제어기는 비선형 제어

에 합한 퍼지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하게 된다. 일반 인 

Takagi-Sugeno (T-S) 퍼지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d  and   

      

                       (2) 



여기서  는 번째 퍼지 규칙을, 

는 번째 건부 변수

를 의미하며, 행렬 

 그리고 


는 한 크기를 지닌 실제 

행렬이다. 


 , 번째 규칙에서 번째 건부 변수의 퍼지 집

합이다. 심값-평균 비퍼지화 (center-average defuzzifier), 곱셈 

추론(product inference engine), 싱 톤 퍼지화 (singleton 

fuzzifier)를 사용하면 식 (2)는 다음과 같은 역 동특성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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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좀 더 구체 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설정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roblem 1. 기  신호 에 응하여 도의 움직임 

를 추종하는 두 신호를 일반 인 벡터 (nominal vector)  와 

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4)

여기서 는 도에서 생산된 외인 (exogenous) 벡터이며, 

는 제어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된 기  신호이다. AWS 동  

모델로부터 구성될 퍼지 시스템의 입력 는 다음과 같은 

제어 목 을 이루기 해 동작하게 된다.

                         (5)

Problem 1에서 언 된 문제는 도출력 로부터 정규화된 

를 추종하기 한 제어 입력을 구하는 문제로, 이는 곧 (5)

에서 언 된 에러 값 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안정화 

문제로 환될 수 있다. 해당 제어목 을 만족시키기 해 다

음의 새로운 상태 벡터를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된다.

                    

                 (6)

여기서 

는 다음 식에서 얻어지는 값이다. 

                



 








 




 













 




 
 



 





             (7)

(7)을 풀기 해 다음과 같은 퍼지제어기가 제안된다. 

          

  




and  and 


  



            

       




                 (8)

여기서 비퍼지화 출력 값은 다음과 같다.

          

 

  











         (9)

식 (9)를 기반으로 하여 Problem 1에서 언 된 문제는 다음의 

선형 행렬 부등식 (LMI: linear matrix inequality) 형태로 재구

성될 수 있다.

 Theorme 1. 양한정 칭행렬 

, 


, 행렬 


, 상수 


에 

해 식 (5)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어 입력 (9)는 다음과 같은 

선형 행렬 부등식에서 구해 질 수 있다.

                   












  


 

 


  



≺               (10)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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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는 칭 행렬을 나타낸다.

  증명: 지면 계상 생략한다.

  Remark 1. 식 (4)에서 언 된 는 에 정규  한정 

(uniformly bounded)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4.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AWS형 력발  시스템의 력 효율을 향상

시키기 한 방안으로, latching 제어에 한 수식  연구를 수

행하 다. 제안된 제어 기법을 통해 도를 추종하기 한 퍼지 

제어 입력의 설계에 한 LMI를 구성하 다. 제안된 기법은 특

정 함수의 결합으로 표 된 도 모형을 추종하는 알고리즘으

로, AWS 동  방정식에 한 해석을 바탕으로 최  력을 생

산하기 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상된다. 재 도 발생  추

종 기법에 한 검증 수행이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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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  터빈블 이드 316L의 부방식 방안

(316L의 피트 부식 시작과  기구)
최병학*, 이 진, 심윤임, 정효태 (강릉원주 학교), 김상호, 홍기용 (한국해양연구원)

(Main Topic : Initiation & Propagation of Pitting Corrosion on

 Grain & Twin Boundaries of 316L Stainless Steel)

Byung Hak Choe*, Young Jin Lee, Yun Im Shim,  Hyo Tae Jeong (Department of Metal and 

Materials Engineer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enung 210-702, Korea)

Sang Ho Kim, Gi Yong Hong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Pit corrosion of 316L chemical pipeline was studied about microstructural phenomena of grain 

boundary, twin boundary and metal flow. All the initiation of pits usually was occurred at grain 

and/or twin boundaries as like wedge type crack. On the other hand, surface pores might be 

occurred along metal flow of the typical microstructure of extruded 316L pipeline, which be 

progressed into inside of the pipeline with step by step. Pit holes were formed into both of grain 

boundary & metal flow line corroded surface. And all the pit deposits were composed of Al & Cl 

accumulation, which were also the chemical composition.

Keywords : Pit corrosion, 316L stainless steel, grain boundary, twin boundary, metal flow

1. Introduction

Stainless steel 316L would be developed by alloying of Mo especially against pit corrosion. But the 

316L should be strongly recommended not to be used in the atmosphere of high concentrated Cl 

over 100 ppm[1]. It is because the 316L may not be so compatible with pit corrosion by the high 

concentrated Cl. Therefor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pit mechanism for safe using of the 316L in 

concentrated Cl chemicals[2,3].

In this report, the practical results for pit corrosion of 316L chemical pipeline were presented 

especially about microstructural mechanisms of pit initiation & its progress. While it is well 

known that the grain & twin boundaries should be acted as initiation sites of the pits, the 

evidence of their progress into thickness direction at 6 o'clock might not be well presented about 

microstructure and fracture surface.

This report will consider all the microstructural phenomena for the pit corrosion of 316L pipeline 

to find its mechanism and to contribute the safe using of 316L pipeline.

2. Experimental method

The pit corroded pieces of 316L pipeline, which han been used in a chemical process, were 

received. Microstructural &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pits were analysed into optical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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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EDS(HITACHZ) and vickers hardness. For microstructure observation, the samples were 

polished and etched with a solution of Kroll's Reagent.

And the micro-vickers hardness test was alone for the remained stress by slip lines, which should 

be caused by extruded friction force of a pipeline manufacturing in inside of the 316L pipeline.

3. Results & Discussion

3.1 Pit formation and its progress

The pit was started with a pin hole style in the inner surface of pipeline, progressed toward inner 

side with a spherical big hole. And the pit was finished also with a pin hole in the outer surface 

of the pipeline as shown in Fig. 1. The Fig.2 shows another pit in weld area, which be formed 

with pin holes both side of inner and outer surfaces and with a spherical big hole in inner side of 

the pipeline. Therefore, the Fig.3 presents the progress direction of a pit, which started from inner 

surface and finished at outer side in the gravity direction of 6 o'clock position.

 

  

Fig.1 Pitting hole in the inner surface of pipeline (a), and its propagation toward outside (b).

  

Fig.2 Pitting hole in the inner surface of welding (a), and its propagation toward outside (b).



Outside

Inside

1phaes state 

Outside

Inside

Pit beginning region

Fig.3 the progress direction of a pit, which started from inner surface and finished at outer side in 

the gravity direction of 6 o'clock position.

3.2 Pit initiation on  the grain and twin boundaries

All the pits were originated from grain and twin boundaries in both surfaces of 6 & 12 o'clock 

positions, as shown in Fig. 4. However, in the formation of pores on the surfaces, it is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of 6 & 12 o'clock positions. While much more pores were existed in 6 

o'clock position, there were almost less pores in 12 o'clock position. It means that pores were 



acted only at the 6 o'clock surface due to gravity influence[4].

  

Fig.4 Pit origination from grain and twin boundaries in both surfaces of (a) 6 and (b) 12 o'clock 

positions.

3.3 pores action on metal flow

Pores were formed along the slip lines as shown in Fig 5. The slip lines as a kind of 

microstructrues, which should be occurred in extrusion process of the pipeline manufacturing, were 

mainly concentrated on the surface of pipe inside due to mandrel friction as shown in Fig.6[5].

  

Fig. 5 Pores formation and concentration along the slip lines.

The Fig.6 shows that the slip lines were formed on the surface of pipe inside, while there might 

be no difference of hardness value among in side and outside of the pipeline. The average 

hardness values of the seven points from inside to outside in Fig.6(b) are 167.4 , 171.7, 165,2, 

167.0, 175.8, 180.1, and 188.0 Hv, respectively. It means that the remained stress due to extrusion 

process might not be almost existed in the pipeline material.



Outside

Inside

Fig.6 Slip lines on the surface of pipe inside.

3.4 Pit corroded surfaces

There were two kinds of surfaces by pit corrosion. One of them has been composed on the big 

spherical hole of pit, and the other been formed at the inner surface of pipeline itself. Fig.7 shows 

a typical surface of the pit corroded hole, which may be caused by grain boundary and slip line 

corrosion. And Fig.8 shows the inner surface of 6 o'clock position, which may consist of grain 

boundary corrosion and pores in grains. The deposits on the surface and near hole were composed 

of (Na, Mg, K, Ca & Cl) and (Na, K & Cl), respectively. All the pit corroded surfaces should be 

originated by the Cl accumulation on the surfaces[2,3].

Outside

Body

Inside



 

Fig.7 Typical surface of the pit corroded hole

   

 

Fig.8 Deposits on the surface(a) and near hole(b), and their EDS results (c,d).

3.5 Deposits in hole, pipe surface and metal flows

It is unusual that the deposits could not be found in pit wedge (Fig.4) and even in pit hole 

(Fig.1(b)). But the deposits have partly been found near hole, on pipe surface and in metal flows. 

Fig.9 shows the deposits, which were formed in the metal flow surface of weld area inside. The 

deposits have another composition of Al, which might come from the chemical solution. In this 

case, the Cl accumulation may act as the main cause of the pit corroded surface along metal 

flows[2,3].



  

 

Fig.9 Deposits in the metal flow surface of weld area (a,b,c) and their EDS results (d,e).

4 . conclusion

1) All the initiation of pits usually was occurred at grain and/or twin boundaries as like wedge 

type crack.

2) The pit was started with a pin hole style in the inner surface of pipeline, progressed toward 

inner side with a spherical big hole.

3) More pores were existed in 6 o'clock position due to gravity influence, and they were formed 

along the slip lines.

4) The pit corroded surfaces might be caused by grain boundary and Slip line corrosion.

5) All the pit corroded surfaces Should be originated by Cl accumulation, which accompanied by 

Alkali metals as like Na, Mg, K, Ca and Al in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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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력발  기술개발  실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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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erification Plan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activated by Pendulum

S. H. Shin, J. Y. Park, S. H. Kim and K. Y. Hong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요 약 

  력발 기술의 실용화를 해서는 경제성 제고에 유리한 장치가 필요하며, 랑에 지 도가 높고 

규모 단지화 가능한 심해에 용이 가능하면서, 상 인 랑, 태풍시의 고 랑이 혼재하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합(높은 가동률  랑 내구성)한 고효율 력발 장치 개발이 요구된다. 
 부유식 진자형(Pendulor) 력발 장치는 외해를 향해 열린 수실(水室)을 일 계류(single slack mooring)
된 부유식 이슨 내에 치하도록 하고. 이 수실 내로 진행 를 유도하여 반사 와 첩된 정상 (定常
波)를 형성하게 한다. 정상 의 (節 )부 에는 수평왕복류( 가 가진 부분의 에 지가 운동 에 지로 
환)가 발생하므로 이 운동 에 지를 이용하여 진자를 왕복구동시키고, 구동력을 회 식 유압펌 를 심

으로 구성된 유압변속기로 달하여 고효율 발 을 달성하게 된다. 
 심해 가동물체형 력발 방식을 채택하는 부유식 진자형 력발 장치는 우리나라 해역에 합한 다음
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 높은 가동률/효율과 경제성
    • 랑 내구성
    • 의 주기  향에 한 응성
    • 유지보수의 편이성  신뢰도
  국토해양부의 해양에 지  자원이용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인 본 연구는 진자에 의한 력
에 지 흡수를 한 회 식 유압변속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고효율/고내구성의 력발 시스템 설계엔지니
어링 기술을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수심 랑에 지 자원개발에 합한 300kW  부유식 력발
장치를 실증(시작품 개발  운용)함으로서 력발  실용화 기술을 완성하고자 한다. 

    Keywords :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력에 지 변환장치), Pendulum(진자), 
Rotary Vane Pump(회 식 베인펌 ), Hydrostatic Power Transmission(유압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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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 지분야 국제표 화 최근동향  망

김 만 응 ((사) 한국선 )

Recent Trend and the Prospect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Marine Energy

M.E.Kim (Korean Register of Shipping)

                 

요 약

해양에 지 발 설비의 국제표 을 담당하는 IEC TC114가 해양에 지 발 설비의 설계  평가 

등에 한 국제 표 화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2008년에 결성되었으며 2009년 서울에서 제2차 

정기총회가, 2011년 5월에는 제4차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TC 114의 작업 범 는 조류, 

력  기타 해양에 지 발 설비의 표 화로, 주로 력  조류발 설비의 자원  성능평가 등

에 한 표 화 작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설계요건  계류설비에 한 표 화 작업이 추가

되어 표 안 개발이 진행 이다. 

해양에 지 표 화 작업은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EMEC, 유럽 해양에 지 센터)를 

심으로 한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에 의해 리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해양에 지 랜트 계

류설비에 한 표 화 작업을 제안하여 동 표 화 작업을 리드하는 등 표 화에 활발히 참여하

고 있다. 한 2010, 2011년 총회에서는 해양온도차 발 설비의 설계 평가 국제 표 화 작업을 

제안하여 2012년부터 표 화 작업이 진행될 망이다.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양에 지 발 설비 개발의 동향을 악하고 분석함으로

써 해양에 지 설비의 산업화에 비하고 국내 해양에 지 산업의 개발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으며 이를 해 국제 표 화의 최근 동향을 분석, 망하

다.

                                    ABSTRACT

IEC/TC 114,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marine energy converters, was 

organized in 2008 for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work on design and 

assessment of marine energy converters and the 4th plenary meeting of IEC TC114 was held 

in 2011, USA. The scope of TC 114 is standardization of wave, tidal and the other marine 

energy converters. The standardization works on resource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mainly wave and tidal energy converters are progressing. Recently, standardization of design 

requirements and mooring system were added and standardizations are in progress.

In TC 114, European Countries focusing on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EMEC), USA 

and Canada are leading the standardization. Korea proposed the new work item on mooring 

system of marine energy converters. Korea is trying to lead the standardization work and is 

working on positive lines for standardization. Furthermore Korea proposed the new work item 

on design assesment of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so standardization work 

on OTEC will be started from 2012.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the basis for establishment of marine energy R&D's 

direction and policy and to prepare the industrialization of marine energy converters through 

the analysis of development trend of marine energy converters. Therefore, for these purposes, 

the latest trend of standardization for marine energy converters was analyzed and viewed.    

   

Keywords : Marine Energy(해양에 지), Wave Energy( 력), Tidal Energy(조류에 지),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해양온도차발 ), Standardization(표 화), European 

Marine Energy Center(유럽 해양에 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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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해수온도차발 (OTEC)요소기술 개발 황 

김유택, 차상원, 모장오, 임태우, 오철, 이 호 

(한국해양 학교) 

Development status of the domestic OTEC's elemental techniques 

You-Taek Kim, Sang-Won Cha, Jang-Oh Mo, Tae-Woo Lim, Chul Oh, Young-Ho Lee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재 우리나라는 산업발 , 국민 생활수 의 향상 등에 의해 에 지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에 지 생산을 한 화석연료의 부분을 외국

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해외 에 지 수 이 우리 경제에 

직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에 심각한 문

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신재생 에 지의 개발이 시 히 필요

하다. 이 에서 무공해, 비용 발  시스템으로서 연구되어온 기술  하

나가 해수온도차 발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TEC) 기술이

다. 이 기술은 표면해수와 심해 해수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는 열낙차를 이용해 터빈을 구동시켜 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다. OTEC의 기술은 기존 화석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장 이 있다. 미

국과 일본에서는 OTEC 랜트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이 지고 있지만 국내

의 OTEC기술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OTEC기

술에 한 기본 사이클을 구성하고, 작동유체에 따른 폐회로 OTEC CYCLE

의 특성  CLOSED CYCLE, REGENERATION CYCLE, KALINA CYCLE, 

UEHARA CYCLE에 따른 특성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동특성을 비교 분

석하 다.

ABSTRACT 

TODAY, DEMAND FOR THE ENERGY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DOMESTIC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IVING STANDARDS. BUT FOSSIL FUELS FOR THE 

ENERGY PRODUCTION ARE DEPENDENT ON IMPORTS FROM 

ABROAD, AND THESE IMPORTED ENERGY SOURCES ARE DIRECTLY 

EFFECTING ON OUR ECONOMIC ENVIRONMENT. FURTHERMORE, 

THE USE OF FOSSIL FUELS IS CAUSING SERIOUS PROBLEMS FOR 

ENVIRONMENT. WITH THIS BACKGROU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RE URGENTLY NEEDED. OTEC TECHNOLOGY 

IS ONE OF NON-POLLUTING AND LOW-COST DEVELOPMENT 

SYSTEM. THIS SYSTEM IS USING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URFACE WATER AND DEEP WATER TO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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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THE HEAT DROP IS RUNNING THE TURBINE TO 

PRODUCE THE ELECTRICTITY. OTEC TECHNOLOGY HAS THE 

ADVACTAGE NOT TO CONSUME ANY FOSSIL FUELS FOR RUNNING 

THE PLANT. A STUDY ON OTEC TECHNOLOGY HAS ALREADY BEEN 

INVESTIGATED IN US AND JAPAN. BUT, ITS DOMESTIC STUDY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IS FOR A DESIGN OF THE OTEC'S 

BASIC CYCLE AND CHARACTERISTIC OF THE CLOSED OTEC'S 

CYCLE FOR DIFFERENT WORKING FLUID.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DYNAMIC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VARIOUS SEA WATER TEMPERATURE RANGE AND THE STATIC 

CHARACTERISTIC OF DIFFERENT CYCLES, FOR EXAMPLE, CLOSED 

CYCLE, REGENERATION CYCLE, KALINA CYCLE, AND UEHARA 

CYCLE.

                  K e y wo r d s  : OTEC(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ORC(Organic Rankine Cycle), Working Fluid (작동유체)



유체-구조 연성 기법을 사용한 2차원 실린더의 운동 및 주위 유동 해석 

 

이 희 범1*, 이 신 형2
 

 

 

Analysis of two-dimensional flow around a moving cylinder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Heebum Lee
1
, Shin Hyung Rhee

2*
 

 

Recently, thanks to the advanced computational power and numerical methods, it is made possible to analyze the flow 

around moving bodie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echniques. In those simulations, moving mesh techniques should 

be able to represent both the body motion and boundary deformation, which are frequently encounterd in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d/or six degree-of-freedom problems. In the present study, the staggered loosely coupling algorithm was used 

for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d the Laplacian operator based technique was used for moving mesh. For the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computational method, the flow around a two-dimensional cylinder was simulated and analyzed. 

 

Keywords: 유체구조연성(fluid-structure interaction), 격자변형기법(moving mesh techniques), 전산유체역학(CFD), 실린더(cylinder), 와류진동(vortex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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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의 수실계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박지용, 신승호, 조아라, 최성권, 홍기용(한국해양연구원)

Experimental Study for Wave Response Water Chamber of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activated by Pendulum

J.Y. Park, S.H. Shin, A.R. Cho, S.K. Choi, K.Y. Hong
 

요 약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외해를 향해 열린 수실을 일점 
계류된 부유식 케이슨 내에 설치하여 이 수실내로 진행파를 유도함
으로써 수실 내 벽면을 통해 반사된 파로 인한 정상파를 형성하게 
하고, 정상파의 마디 부위에 설치된 진자판의 왕복운동을 유압시스
템을 통해 회전운동으로 전환하여 발전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진자형 발전 장치 1차 변환계의 기본 형상설계를 위해 
수실 및 진자계의 파랑 중 응답특성을 이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수실계의 저면경사 및 내부형상에 따
른 입사파랑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최적 진자  
위치 및 수실계의 기본 형상설계 자료와 함께 수치해석의 검증자료
를 확보할 수 있었다. 

Keywords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부유식 
파력에너지 변환 장치), Pendulum(진자), Model 
experiment(모형 실험), Water chamber(수실)

1. 서 론 

   파력 발전 장치는 파력에너지의 1차 변환 방식에 따라 가동 물체형, 진동 수주형, 월파
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구 중인 파력 발전 설비로는 월파형의 경우 암초형(박 
등[2011]) 월류파력 발전이 있고 진동 수주형으로는 착저식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플랜트
(김 등[2010])가 있다. 본 연구는 심해역 적용을 염두에 둔 가동 물체형 파력 발전에 관한 
것으로서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남 등[2011])에 관한 것이다. 가동 물체형은 파 운
동을 기구학적 운동으로 직접 흡수하여 발전기를 구동하는 방식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 중
인 부유식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는 우리나라 해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파력에너지 조
건에서 원활히 가동되어 높은 가동율을 보이고, 태풍 등의 고파랑 및 반복하중에서 장치 자
체의 내구성을 보유하여 국내 해역에서 높은 적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유식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는 현재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1, 2, 3차 변환에 이르는 각
각의 구체적인 형상 및 세부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1차 변환시스템에 해당하는 진자 및 수실
계에 주목하여 주어진 입사파랑에 대해 진자 및 수실계의 이차원 파랑 응답특성을 실험적으
로 고찰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을 산출하는 형상설계 자료 및 수치해석을 위한 검증자료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수리모형시험은 한국해양연구원 이차원 회류조파수조에서 행해졌으며, 부
유식 파력발전장치의 1/20 축척 시험모형을 통해 수행되었다. 

2.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모형 시험

2.1 기본 원리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 장치는 외해를 향해 열린 수실을 일점계류된 부유식 케이슨 내
에 설치하며 이 수실내로 진행파를 유도하여 반사파와 중첩된 정상파를 형성하도록 하고, 
정상파의 마디에 설치한 진자판을 통해 왕복 요동운동으로 에너지를 전환하여 발전에 이용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기본 형상은 Fig. 1과 같다. 정상파의 마디 부위에는 파력에너
지의 대부분이 수평 왕복류로 전환되며, 이 운동을 진자의 요동운동으로 전환하여 유압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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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ating wave energy converter activated by pendulum

를 시작으로 하는 유압 변속기를 통해 발전기로 전달하여 고효율 발전을 이루어 내는 장치

이다. 파력에너지의 변환 관점에서 진자 및 수실계는 1차 변환계에 해당하며, 수실의 형태

는 바닥과 측면을 경사지게 설계하여 진행파가 진자판 위치에서 파가 증폭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파의 파고와 주기 변화에 따른 수실계에서의 파랑 응답 

특성을 이차원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2.2 실험 설비 

  부유식 파력 발전 모형 시험은 조파가 가능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이

차원 회류조파수조에서 행해졌다. Fig. 2와 같이 1/20 축소 모형 구조물이 설치된 이차원 

수조는 31m(L)x0.6m(B)x0.75m(D)의 크기이며, 능동조파시스템이 채용되어 있어 수조 내 

구조물로 인한 반사 교란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모형은 조파판으

로부터 19m 위치에 배치하여 조파된 파가 충분히 안정된 후 구조물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진자형 파력발전장치 1/20 축소 모형의 형상 및 치수는 Fig. 3과 같으며, 

Fig. 2는 수실계의 형상에 대한 파의 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실계만을 고정하여 설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입사하는 파가 진자판이 설치될 위치에서 증폭되도록 구조물 바닥 

전체가 일정한 경사로 기울어지도록 하였고 파가 들어오는 수실 입구의 양쪽 측면의 경우도 

파의 집중이 일어나도록 수렴경사를 두고 있다.  

(a) Side view of water chamber system  (b) Front view of water chamber system

Fig. 2 Installation of wave energy converter in the water tank

  Fig. 2는 고정식 구조물에서 입사된 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으로 진자판을 설치

하지 않은 상황이며,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실 내부 중앙을 따라 RBM 파고계를 



10cm 간격으로 6개 설치하였고 끝부분에 두 개를 좌우측 판에 가깝게 설치함으로써 수실 

내부의 공간적 수면 변화를 실계열로 계측하도록 하였다.

Fig. 3 Plan and profile of structure and location of wave 

gauges(units : mm)

2.3 실험 내용 

  본 실험은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의 수실의 형상에 따른 파랑 응답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차원 수조 내 수심을 0.5m로 설정하고 장치의 수실은 부유된 경우를 상정하여 

해당 흘수를 만족하도록 고정 시킨 후 입사파의 주기와 파고를 변화시킨 것이다. 입사파는 

규칙파, 불규칙파 모두를 적용하였으나, 여기서는 규칙파에 대한 것만 고찰하기로 한다. 

  파의 주기는 Table 1과 같이 8가지로 나누었으며, 각 경우에 대해 Table 2와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파고를 적용하였다. 주기와 파고는 제주 서측해역에서 수행한 연간 파랑관측자

료(해양수산부, 2005)를 토대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그 

중 모형 실험 주기 1.062초는 해당 해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파의 주기에 해당하여, 본 

장치의 개념설계 및 형상 기본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었다. 규칙파 중 낮은 주기

를 가진 높은 파고는 조파기 성능 한계로 인해 조파가 불가하여 이를 제외한 총 28 가지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실험 내용은 구조물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의 수실 내 후판(수실 후면 벽)을 없애고 입사한 규칙파가 수실을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여 파의 변화를 관찰

② 수실 내 후판을 추가하여 입사파와 반사파에 의한 정상파 형성 및 특성을 관찰



Model Real

주기(s) 파장(m) 주기(s) 파장(m)

0.727 0.824 3.251 16.48

0.839 1.096 3.752 21.92

0.95 1.398 4.249 27.96

1.062 1.724 4.749 34.48

1.174 2.054 5.250 41.08

1.286 2.371 5.751 47.42

1.398 2.667 6.252 53.34

1.509 2.943 6.748 58.86

Table 1 Incident wave period condition

파고

Model(cm) Real(m)

5 1

7.5 1.5

10 2

12.5 2.5

Table 2 Incident wave 

height condition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후판 없는 수실 내 파의 변화 

  설계 된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의 수실 형상을 통과하는 파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파고

와 주기가 서로 다른 28개 규칙파를 입사시키고 Fig. 3과 같이 수실 입구로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 7개의 용량식 파고계(RBM1~7)로 수위 변화를 계측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각각의 입사파 조건에 따른 수실 내 7개 파고계의 수위 변화를 해당 위치

의 평균 파고로 나타내었으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실 내 공간적인 수면 변화를 통

해 내부 중복파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파고 7.5cm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기의 3 주기

분에 해당하는 수면을 겹쳐 그렸다(Fig. 4~11). 수실의 바닥면은 점진적으로 얕아지는 경사

를 가지고 있으며, 수실 내 양측면 판은 RBM1에서부터 RBM3위치로 올수록 점차 좁아지고 

나머지 위치에서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형상이다.

  Fig. 4~11의 그래프를 통해 동일 주기에서는 입사파의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수실 내의 

파고도 함께 증가하여 본 실험에서 설계된 수실의 형상에서는 입사 파고 변화가 수실 내 파

고의 증가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실의 후면 벽이 존재하지 않아 입사되는 파가 수실을 그대로 통과 진행하는 본 실험 조

건에 있어서, 수실 내 수심이 점진적으로 얕아지는 영향 만을 고려한다면, 파가 수실을 진

행하는 동안 점진적인 파고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입사파 주기 0.727초에 해당하

는 Fig. 4의 수실 내 공간적인 위치의 평균파고 분포(좌측)을 보면 RBM3, RBM4위치에서 

파고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주기의 공간적인 수면 변동양상(Fig. 4 우

측)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실 내부에 부분 중복파가 형성된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수실의 후 벽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실 내의 바닥 경사에 의해 일부 입사파가 반사되고, 
이로 인해 수실 내부가 부분 중복파를 나타내게 되어 특히 RBM4의 위치에 부분 중복파의 
마디(node), RBM2 및 RBM5의 위치에 배(envelope)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중복파 형성은 주기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기가 
0.727초, 0.839초, 0.950초, 1.062초로 점차 길어질 수록 입사파의 파장 증가와 함께 부분 
중복파의 마디가 수실의 전면부로 앞당겨지는 경향이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본 실
험의 결과에서도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 RBM4, RBM3, RBM2, RBM1 위치로 마디 형성이 
옮겨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Fig. 4~7). 이보다 큰 주기의 실험 결과는 파장이 더 길어
짐으로 인해 수실 길이의 한계에 의해 구조물 내에 마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Fig. 4~7의 수실 내 파고 변화 및 중복파 형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수실 내 바닥면
의 경사만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수실계에는 수실 입구로부터 파 에너지 집중을 위해 진
자가 위치하게 될 RBM4 위치에 이르기까지 수렴 경사판을 설치하고 있다. 이 같은 수렴 
경사판에 입사되는 입사파는 판에 의해 일정 각도로 반사되며 수실 내부로 진행하게 되어  
수실 중앙을 통과하는 입사파와 위상차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실 내부의 부분 중복
파 형성이 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Fig. 4~11에 나타난 부분 중복파의 마디가 
완전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Fig. 4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0.727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727s, wave height: 7.5cm)



Fig. 5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0.839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839s, wave height: 7.5cm)

Fig. 6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0.950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950s, wave height: 7.5cm)



Fig. 7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062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062s, wave height: 7.5cm)

Fig. 8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174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174s, wave height: 7.5cm)



Fig. 9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286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286s, wave height: 7.5cm)

Fig. 10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398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398s, wave height: 7.5cm)



Fig. 11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509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509s, wave height: 7.5cm)

   Fig. 12에서는 동일 파고 7.5cm에서 주기별 평균 파고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었다. 주

기 1.174초를 기준으로 작은 경우는 입사파가 동일 파고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형상에 의

해 평균 파고가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고(좌측), 1.174초 보다 커지면 다

소 감소 경향에 있긴 하지만 그 차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후판이 없는 수로 형

상에 대해서는 해당 수실의 치수 및 경사 정도가 설계 목표 파 주기에 적절히 선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Fig. 12 Comparison of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period in specific wave height(wave height: 7.5cm)



3.2 후판에 의한 반사파와 입사파 중첩

   진자형 파력 발전의 중요 원리는 수실 내 후판에 의한 반사파와 입사파에 의해 형성 되

는 정상파의 마디 부위에서의 수평왕복류(파가 갖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대부분 수

평 왕복 운동에너지로 전환 됨)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실 

내 후 벽면을 설치한 경우(파력발전장치의 수실계 원형에 해당)에 대하 앞선 실험과 동일한 

규칙파를 입사하여 파고를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은 각 파고계의 평균 파고를 계산하였고 각 주기의 7.5cm 파고 실험 결

과에 대해 시간에 따른 계측 결과를 겹쳐 그려 보았다. Fig. 13~20까지의 그래프를 통해 

동일 주기에서 파고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앞서 후판이 없는 실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입사파의 파고가 증가 할수록 전체 파고계 계측 결과가 증가하고 있어 동일 주기 조건

에서는 파고가 클수록 파력 발전에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기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보기 위해 수실 내 형성 되는 정상파의 마디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Fig. 13의 좌측 그래프에서 주기 0.727초 실험은 마디가 3개, Fig. 14~16

의 주기 0.839초부터 1.062초 이하 실험은 두 개의 마디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0.727초의 경우 Fig. 13 좌측의 평균 파고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측에 나타낸 시

간에 따른 공간적 수위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RBM4와 RBM5사이에 마디가 존재함

을 알 수 있다. 마디 사이 간격을 비교해 보면 수실 내 바닥 경사에 의해 수심이 점점 얕아

지기에 입사방향에 있는 마디 간격이 후판 쪽 마디 간격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고 입사파

의 주기에 따라서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지기에 마디와 마디 사이 간격이 멀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부유식 진자형 파력 발전 장치가 설치되는 해역의 목표 주기인 1.062초 부근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RBM3과 RBM4에 걸쳐 정상파의 낮은 파고로 좁은 영역에 마디가 형성 

되어 있다. 이 위치에 진자가 설치되어야 수평왕복류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Fig. 13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0.727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727s, wave height: 7.5cm)



Fig. 14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0.839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839s, wave height: 7.5cm)

Fig. 15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0.950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0.950s, wave height: 7.5cm)



Fig. 16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062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062s, wave height: 7.5cm)

Fig. 17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174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174s, wave height: 7.5cm)



Fig. 18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286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286s, wave height: 7.5cm)

Fig. 19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398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398s, wave height: 7.5cm)



Fig. 20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height(period: 1.509s) and surface elevation changes for three periods in specific 

case (period: 1.509s, wave height: 7.5cm)

   Fig. 21에서는 통해 동일한 파고 7.5cm에서 주기 변화 따른 평균 파고의 공간적 분포를 

그려 보았다. Fig. 21의 좌우 두 그래프를 보면 진자판이 설치 될 RBM4 위치 주변에서 주

기 0.950초 보다 작은 주기에서 더 높은 파고가 나타나고 0.950초와 1.062초 실험 결과는 

낮은 파고를 보이며 이 보다 주기가 커지며 다시 파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파

고에서 비슷한 에너지가 입사한다고 했을 때 파고가 낮다는 것은 파가 갖는 위치에너지가 

작고 그 만큼 많은 양이 운동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표 주기에

서는 RBM 4의 위치에 진자를 위치시키는 것이 1차 변환 관점에서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1 Comparison of average wave height at each location according to the 

incident wave period in specific wave height(wave height: 7.5cm)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유식 진자형 파력발전장치의 1/20 축소 모형에 파고와 주기를 달리한 
파를 입사하여 수실 내 파랑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실계 내 후판이 없는 구조물에 파를 입
사시켜 입사된 파가 주어진 구조물 형태에서 원하는 형태로 파가 증폭되고 집중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후판을 통해 수실계 내 정상파가 형성시켜 분석함으로서 파력발전장
치의 1차 변환 관점에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진자판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자-수실계로 이루어진 파력에너지 1차 변환계의 기본 설계의 기초자
료로서 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을 통한 운동특성 분석에 있어서 검증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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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송종석, 박주 (해양환경 리공단), 정소민(Kansas 주립 ), 최충익(강원 )

요  약

연안지역은 개발, 매립, 항만과 같은 구조물 건설 등 다양한 연안이용행 로 인해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등 

향을 받고 있으며, IPCC(2001)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일강화, 강수량변화 등으로 이러한 향

이 더욱 커질 것으로 망하 다. 최근 강릉시에서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주문진읍 소돌 지역을 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6-8월 사이에 침식이 진행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안지형  

환경변화에 비하기 해 선진국에서는 setback, rolling easement 등의 연안후퇴정책, 해수면상승 

benchmark 제시, 다목 구조물 설치, 지속가능설계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향  재해는 불확실성이 높아 이에 한 법제도 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 인 응

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내법  연안지역에 한 정책수단들을 갖고 있는 8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연

안 리법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응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단되었으며, 구체 으로는 연안정비사업과 

연안 리지역계획의 내용에 연안도시 기후변화 응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 으로

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간 인 응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재지구에 기후변

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해안침식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연안도시 험지구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험을 효과 으로 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 climate change impact(기후변화 향), coastal region(연안지역), adaptation policy( 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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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연안 해역에서 방오제의 분포 특성
김수민1, 공충식2, 한상국1 

목포해양 학교1, 아름다운환경건설(주)2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Antifouling Agents in Mokpo Coastal Area

S.M.Kim1, C.S.Kong2, S.K.Han1

National Mokpo Maritime University1, Beautiful Environment Construction Co., Ltd2

           

요 약 

 선박은 선박 표면에 부착물을 방지하기 하여 선박용 페인트에 방오제를 첨가하여 도포한다. 유기주석화

합물을 방오제로 사용하여오다 1970년  후반 랑스 아키 만에서 굴의 임포섹스 상이 보고된 이후 

표 인 환경 호르몬성 물질로써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사용규제 하 고, 유기주석화합물류를 체하기 

해 사용된 신방오제 물질의 독성정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심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방오제(MBT, DBT, TBT)와 신방오제(Sea-Nine 211, Irgarol 1051, Diuron)의  

연안 환경 퇴 물  잔류농도 분포 특성을 밝히는데 목 을 두었다. 최근 십 수년간 조선 산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인 목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방오제의 모니터링을 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호 

공업, 해군기지, 불부두, 항구, 소형 조선소가 치하고 있는 북항 등 목포 연안 해역 8지 에서 퇴

물을 채취하여 시료를 고체상미량추출법(HS-SPME)으로 추출하고 GC/MS로 분석하 다.

 유기주석화합물의 농도분포는 조선 산업단지 지역에서 높았고(MBT 0.29ng/g-dry·wt, DBT 0.13ng/ 

g-dry·wt, TBT 0.01ng/g-dry·wt), 공업이 치한 지역(0.098ng/g-dry·wt)과 비교하여 항구에서의 TBT

의 농도(0.23ng/g-dry·wt) 가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 다.

 한, 체물질인 Diuron과 Irgarol 1051의 경우 선박 정박지  내만에서 높은 농도분포 특성을 보 다. 

외만 평균 농도 (Diuron 7.2155ng/g-dry·wt, Irgarol 1051 5.8635ng/g-dry·wt)에 비해 내만에서의 Diuron 

최고 농도는

41.86ng/g-dry·wt, Igarol1051 최고 농도는 6.00ng/g-dry·wt로 나타났다.

Diuron과 Irgarol 1051에 비해 Sea-nine 211은 농도가 높지 않았지만, 내만에서의 경시변화에 따라 

Sea-nine211의 농도분포가 차 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 다.

 

Keywords : New Antifouling Agents (신방오제), Organotin Compounds (유기주석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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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동해역의 해양환경과 크기별 엽록소 a량의 시·공간  

분포특성

안 규1․ 박종식1· 김승 2․윤양호2

1 (주)아쿠아텍,  2 남 학교

Char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s and phytoplankton biomass with 

size-fraction on surface layer in the Southeastern Sea of Korea 

Y.K. An, J.S. Park (Aquatech Co. Ltd,.), S.H. Kim and Y.H. Yoon (Chonnam national Univ.)

요 약

   한국 남동해역은 쓰시마 난류, 양자강 희석수  한국연안수가 계 에 따라 세력을 달리하여, 다양한  해

양환경과 생물학  환경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 남동부해역의 해양환경과 크기별 식물

랑크톤 생물량의 분포특성을 악하기 해 2007년 6월, 8월, 11월, 2008년 2월 총 4회에 걸쳐 욕지도 남동

측에서 50km 떨어진 EEZ 인근해역의 30개 정 에 해 표층해수를 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해양환경은 

CTD(Seabird Co.,; SBE 911, SBE 19)를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 고, 크기별 식물 랑크톤 생물량은 

엽록소 a 농도로, Picoplankton (0.2∼3.0㎛), Nanoplankton (3.0∼20㎛) 그리고 Netplankton (>20㎛)으로 구분

하여 표 하 다. 엽록소 a의 분석은 90%v/v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분 도계(Optizen Co., 2120UV)를 이

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결과, 연  수온은 14.5～ 27.7℃,  염분은 33.12 ～ 34.08 psu로 비교  낮은 연교차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T-S 분석에서 한국 남동해역은 여름에 고온· 염으로 연안수의 특성이 강한 양자강 희석수와 한국 연안수의 

향을 강하게 바고 있는 것으로, 겨울에는 고염의 쓰시마난류의 향을 강하게 받고 등 계 별로 특성을 달

리하는 수괴에 의해 교차 인 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엽록소 a량은 0.23 ～ 23.01㎍/L로 변화하여 

그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여름에 그 경향은 더욱 하 다. picoplankton은 nd (no detect)～ 

0.8㎍/L의 범 로 11월에 높고, 2월에 낮았으며, 공간 으로도 상  높은 생물량을 보인 11월에 분포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체 엽록소 a에 한 picoplankton의 엽록소 a 상 비는 nd～79.2%로 11월에 높은 유

율을 나타내었다. nanoplankton은 0.08 ～ 9.83㎍/L의 범 로 6월에 낮은 반면, 11월에 높았다. 공간 으로도 

picoplankton과 같이 11월에 큰 차이를 보 다. 체 엽록소 a에 한 nanoplankton의 엽록소 a 상 비는  

10.7 ～ 91.1%의 범 로 6월에 낮고, 겨울인 2월에 높았다. netplankton은 nd ～ 13.28㎍/L의 범 로 여름인 

8월에 높았으며, 공간  분포 차이도 여름에 높게 나타났다. 체 엽록소 a에 한 netplankton의 엽록소 a 

상 비는 nd ～ 83.7%의 범 로 8월과 11월에 높게 나타났다. 

  한국 남도해역은 체 으로 nanoplankton에 의한 유율이 높지만, 고온· 염의 양자강의 희석수와 한국 

연안수의 향을 강하게 받는 여름에 원활한 양염류의 공 으로 비교  크기가 큰 netplankton의 유율이 

높은 반면, 상 으로 온, 고염을 보이면서 혼합에 의해 양염류 공 의 의존되는 겨울에서 에 크기가 

작은 picoplankton의 유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 남동해역은 상  빈 양 특성을 보이는 외

해역으로 식물 랑크톤 군집내의 종간 경쟁에서 양염 흡수를 고려했을 때, 형 식물 랑크톤보다는 소형

식물 랑크톤이 유리한 환경이며, 계 에 따라 일시 으로 양염류 공 에 있을 때 편모조류 등의 단기  

증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이는 상으로 단할 수 있었다. 

Keyword : 한국 남동해역, 해양환경, 크기별 엽록소 a량, picoplankton, nanoplankton, netplankton, 양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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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응인증 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송종석, 이숙희, 박주 (해양환경 리공단), 황진환(동국 학교)

요  약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에 한 응비용만 2100년 연간 7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어 기후변화 

사  비의 필요성에 한 심은 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기후변화 응정책에 있어 한계 을 극복하고 자발  취약성평가와 응시스템을 

유도하는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 다. 응인증 로그램은 CDM(청정개발체제)을 기반으로 설계하 으

며, 참여형 응인증 방법으로 유도하도록 범주별로 4개로 구분하고 총 11개의 분류로 분류하 다. 인증체

계는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는 1차 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인증기 을 통해 제3자 심사 방법으로 최종 

인증 문서를 작성한 다음 련 자료를 공인기 에 제출하여 최종 으로 인증 운 원회에서 인증도록 설계

되었다. 단기 으로는 국립해양조사원, 환경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약성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인증시범 용 추진해야 하며, 인증 로그램 시범 도입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 

응부분 제도화에 활용해야한다. 장기 으로는 다양한분야(수자원, 국토 시설 등)에 해 인증기 을 지정․

리할 수 있는 통합 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응 인증 로그램 도입은 국내 으로 응 략구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제 으로 산재해있는 

응에 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돌 구가 될 것으로 단된다.

Keywords : climate change adaptation(기후변화 응), adaptatiom certifying program( 응인증 로

그램), adaptation policy( 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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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출유 경시변화에 따른 감식․분석 기법연구

                              김만 , 김태범, 박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Study for Forensic Method with Whethering Oil's Properties
                      M.J.Kim, T.B.Kim, N.J.Park(East Regional Headquarters KCG)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여년간 매년 평균 350여건의 크고 작은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약 20～30여건은 행 자를 알 수 없는 불명오염사고로 한번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주변의 어장․양식장  

해안오염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오염행 자로부터 어민들의 피해보상  국가방제비용 징수 등을 

해 정확한 오염원을 찾는 것이 매우 요하다. 유출된 기름은 주로 선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

상인 선박은 이동  국제항행 특수성 등에 따라 매우 신속․정확하게 오염원을 찾아야하므로 유출된 기름

의 유종을 정확하게 추정, 조사 상 선박 등을 압축․정 조사를 실시하기 해 해양경찰청에서는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제품유에 한 유지문 D/B를 구축․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고 장의 풍속, 수온 등 주변해역특성에 따른 물리 , 화학  변화가 일어나 정확한 유종

정  의시료간의 정확한 비교 감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일반 으로 포화탄화수소, 방향족탄화수소류 등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자 포화탄화수소는 해상에서 증발․확산․분산이 쉽게 일어나고, 지방족탄화수소류는 생화학  분해가 

지속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감식기법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지문법은 탄화수소의 성분

분석을 하는데 매우 뛰어나나 경시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 이다. 경시변화된 기름은 선택 으

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향족탄화수소류를 분석하여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도 있으나 

고도의 기술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국가간 이동특성을 가진 선박에 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시변화 향이 미미하고 기름 에 약 30 ～ 40%정도 포함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

의 신속․정확한 감식기법이 요구되어 방향족탄화수소류의 형 조성마다 독특한 흥분 장에 지(Excitation 

energy)와 발 장에 지(Emission energy) 분포에 따라 독특한 형 특성을 나타내는 형 분석에 의한 기

름기법을 연구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청에서 형 분 도계에 설치․사용 인 ScanStar 로그

램을 사용하여 경시변화된 기름의 형 특성을 분석, 기존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지문과 상호 비

교하는 한편, 기름감식자료에 한 비 문가의 이해도와 객 성 향상을 해 형 분석 결과에 한 상호 유

사확율을 비교 연구하 다.

           Keywords : Oil Spill, Forensic, 형 분석, 경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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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배수 발 소의 온배수 거동특성
인성*, 임주환, 강연식 (한  력연구원)

Features of the Seafloor Discharged Thermal Plume in the Power Plant

In-sung Jeon*, Ju-Hwan Lim, Yeon-Shik Kang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요 약

   발 소의 온배수는 냉각계통 통과 후,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높은 상태로 배수구를 통하여 해역

으로 배출된다. 방류된 온배수는 기와의 열교환과 주변해수와의 혼합  희석을 통해 그 열  

향을 상실하고 자연 상태의 해수로 돌아가게 된다. 온배수의 표층방류시, 그 확산형태는 도차에 

의한 부력확장(Buoyant Spreading)과 주변해수와의 난류확산(Passive Ambient Diffusion)으로 특징

지어지며 연직방향으로의 확산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반면에 층방류는 주변해수와의 유속차이에 

의한 단력과 난류에 의해 연직방향의 혼합이 비교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 주변해수의 수온이 

표층에 비해 낮으므로 방류 기의 냉각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배수 확산범 가 다소 어

드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층배수 발 소의 온배수 거동특성을 CORMIX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남제주 화력발 소를 상으로 하여 온배수 확산 수치실험을 수행하 으며, 추가로 방

류조건과 주변해수의 물리  특성을 달리하여 모의하 다. 실험결과, 남제주 화력발 소에서 층

방류된 온배수로 인해 주변해수의 수온이 1℃ 상승한 범 는 0.5km 이내로 나타났으며, 조석주기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계 과 해황에 따른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한, 방류구 구조  

방류수심에 따른 확산범 의 차이가 크며, 소용량 발 소가 층배수에 따른 온배수 확산범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측되었다. 

ABSTRACT

   The seawater passing through the cooling system in the power plants is discharged as 

being heated. And it loses its heat and returns to natural seawater as exchanging heat with the 

air and mixing with the ambient water. In case of a surface discharge, effluent flow is 

primarily governed by the buoyant spreading and the passive ambient diffusion. On the other 

hands, thermal plume from a submerged discharged port becomes intensively mixed by the 

shearing stress caused by velocity difference between effluent and ambient water and by the 

turbulent flow. Also the seafloor discharge can reduce dispersion range because the temperature 

of its ambient water is lower than that of surface water. In this study, features of the seafloor 

discharged thermal plume in the power plant were analyzed by CORMIX model. The dispersion 

range of the thermal plume in Namjeju power plant was simulated by CORMIX and the 

geometry and dilution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l mixing zone with various condition of 

discharge and ambient water were additionally studied. The result shows that the 1℃ ambient 

temperature rising area is within 0.5km, mainly affected by tidal condition and the range can be 

changed  by the discharge condition. It also predicts the seafloor discharge can reduce the 

ambient temperature rising more effectively at the small scale power plants.

Keywords : Thermal Discharge(온배수), Seafloor Discharge( 층배수), Power Plant(발 소)

             Cooling Methods(냉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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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 확산범  산정을 한 기 수온 결정방법
인성*, 임주환, 강연식 (한  력연구원)

Criteria Determination for Analyzing Ambient Temperature Rising due to Thermal Discharges

In-sung Jeon*, Ju-Hwan Lim, Yeon-Shik Kang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요 약

   발 소는 복수기 계통의 냉각을 해 량의 해수를 필요로 한다. 사용된 냉각수는 해역 배출되

어 발 소 인근의 해수 온도를 상승시키며,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은 발 소 주변 해양생물의 서

식환경을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발  사업자는 배출된 온배수의 확산 역을 정기 으로 모니터

링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반 으로 도가 가벼운 온배수의 향은 표층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그

리고, 발 소 주변의 표층수온 분포는 온배수를 포함하여 태양복사에 지, 외해수 유입, 냉수 , 육

지열원 등 다양한 외부열원의 향을 받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나타난다. 온배수 등 외부열원이 

제거된 자연해수 수온을 기 으로 온배수 확산 역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고리와 월성원자력발 소 주변해역의 계 별 수온 측자료를 분석

하여 온배수의 향을 받지 않는 자연해수 수온을 결정하고 이를 기 으로 온배수 확산범 를 산

정하 다. 배수구 반경 15km 이내의 역을 상으로 일정크기의 격자를 구성하여 측된 표층수

온의 빈도수를 히스토그램(Histogram)으로 표 하여 나타낸 결과, 낙도형(Isolated) 는 우리

형(Bimodal) 히스토그램이 찰되었으며, 이를 층별화하여 정규분포 형태의 자연상태 수온 히스토

그램을 도출하 다. 최빈값과 하  4분 수에 해당되는 수온값을 기 수온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온

배수 확산범 를 산정하 으며, 이를 열 외선 성 상  모델링 자료와 확산 역의 크기를 비교

한 결과 최빈값의 수온이 가장 자연해수 수온에 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ower plants use cooling water to remove wasted heat from their condensers. This process 

generates large quantities of unusable thermal energy that is ultimately absorbed by 

environment. Ambient temperatures that are higher than natural can make marine environment 

influenced negatively. So marine observations for finding ambient temperature rising area due to 

a thermal discharge are conducted regularly and the result opens to the public. Generally the 

vertical influence of thermal discharges is limited to the surface area only. And sea surface 

temperature around power plants is affected by various heating sources such as solar radiation, 

inflow from open sea, cold pool and land. So criteria temperature considering other heating 

sources is essential to analyze the ambient temperature rising but this is not an easy work. In 

this study, background temperatures were determined from seasonal survey data in 2010 around 

Kori and Wolsong NPP and the ambient temperature rising area was deduced by that. The 

study area within 15km from power plants is divided into same sized grids and the frequency 

of temperature in grids was described as a histogram. After that, the isolated or bimodal 

histograms were appeared. The temperatures of median and 25%-tile in histogram were 

supposed as background temperatures and pictures of the ambient temperature rising area were 

drawn on the basis of those respectively. The result shows that the thermal discharge 

dispersion area by the median temperature is similar to that of satellite IR image or modeling 

output. 

Keywords : Thermal Discharge(온배수), Ambient Temperature Rising(주변수온 상승)

             Background Temperature(배경수온), Power Plant(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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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기마라스 연안재해 방  응역량 강화사업      
                         이구성(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요 약  

필리핀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 인근 바다가 태풍의 발생지이며, 환태평양조산 에 치해
있어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지 않다. 연평균 30여회의 태풍발생으로 매년 규모 재산  인명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에 하나이며, 
향후 해수면 상승과 강우량 변화에 따른 피해가 더욱 가 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필리핀 부 Visayas 
지방에 치한 기마라스(Guimaras)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 해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서지역
이다. 그러나 재해 방  응을 한 산  인 라가 부족하여 매년 유사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동 
연구는 2012여수엑스포의 해양․환경분야 개도국 지원 로그램인 여수 로젝트의 1차년도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서, 필리핀 재해 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마라스 공무원  지역주민 상 설문조사를 통한 
재해취약성 평가, 종합 인 재해 방  리계획 수립으로 필리핀 기마스 주 정부의 재해 응 역량강화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기여를 목 으로 한다. 

   Keywords : 여수 로젝트, 기마라스(Guimaras), 기후변화(Climate Change),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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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만의 생물해양학  환경특성 2. 식물 랑크톤 생물량의 분포 

특성
윤양호, 김승 , 강인석 ( 남 학교 해양기술학부)

Bioenviromental characteristics of Jangsu Bay of South Sea, Korea 2. 

Seasonal changes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Yang Ho Yoon, Seung Hyeon Kim and In Seok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장수만의 식물 랑크톤 생물량의 계  분포 특성을 악하기 해 2006년 5월, 8월, 11월  2007

년 2월 4계  32개 정 을 상으로 조사하 다. 장조사는 소형 선박을 이용하 고, 정 은 선박 

는 휴 용 GPS system에 의해 결정하 다. 조사는 형 센서가 부착된 Submersible Fluorometer 

(Alec Co., ACL  1151-D)를 이용하여 각 정 의 표층에서 층까지 연속 측정하여 약 1m 간격의 수

심별로 정리하 다. 다만 엽록소 a 농도의 경우 형  센서에 의해 얻어진 측정값의 보정을 해서 표

층 해수 500㎖를 여과하여 분 도법, 즉 박막여과지(pore size: 0.45㎛, diameter: 47㎜)가 장착된 여

과기를 이용하여 흡인 여과시킨 후, 여과 포집된 박막여과지를 90%의 아세톤을 용매로 추출시킨 다

음, 원심분리기로 원심분리(3,000rpm, 15min.) 시킨 상등액을 UV 분 도계에 의해 비색 측정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값으로 보정하여 측정값으로 보정 환산 하 다.

  결과, 장수만의 엽록소 a 농도의 변화는 표층은 1.36～4.08 ㎍/L로 변화하여 에 높고, 가을에 낮은 

특성을 보이나, 층은 1.42～4.31 ㎍/L로 가을에 낮고 여름에 높았다. 이와 같은 엽록소의 계 변화는 

식물 랑크톤 존량이 겨울에 높고, 과 가을에 낮았던 결과와는 상반되는 상이다. 공간분포는 엽

록소 a 농도가 높은 과 여름에 정 간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가을은  정 에서 매우 

균일한 분포양상을 나타내었다. 계 별 공간분포는  표층의 경우, 수심이 낮은 내만해역에서 5.0 ㎍

/L로 높고, 3.0 ㎍/L 후로 낮았다. 5m 수층은 표층과는 달리 만의 남북방향에서 분포 차이를 보여 

앙부에서 높은 반면, 수로부의 동, 서 해역에서 상 으로 낮았다. 여름 표층은 내만해역에서 3.0 

㎍/L 이상의 높은 생물량을 보인 반면, 수로부에서 2.5 ㎍/L 후로 낮은 생물량을 나타내었다. 5m는 

내만해역은 낮은 수심으로 많은 정 에서 측이 되지 않았으나, 표층보다는 높은 생물량을 나타내었

고, 수로부에서도 4.0 ㎍/L 이상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가을 표층은 다른 계 에 비해 낮은 생물

량을 나타내었고, 장수만의 동측 해역에서 상 으로 낮은 농도를 보인 반면, 수로부인 서측 해역에

서 1.4 ㎍/L 이상의 상  높은 농도를 보 다. 5m는 표층보다 더욱 균일한 분포 양상으로 장수만 

체에서 1.4 ㎍/L 후의 낮은 농도를 보 다. 겨울 표층은 여름과는 달리 장수만 내만의 연안을 따

라 2.0 ㎍/L 이하의 낮은 농도를 수로부에서 3.0 ㎍/L 이상의 상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5m는 

표층과는 달리 연안에서 외해쪽의 남북단면을 따라 변화하여 만의 서쪽 수로부에서 3.0 ㎍/L 이상의 

상  높은 농도를 나타낸 반면, 만의 동쪽 해역에서는 2.5 ㎍/L 후의 상  낮은 농도를 보 다. 

  이와 같은 장수만의 식물 랑크톤 생물량의 분포는 상 으로 개방된 해역 특성으로 식물 랑크톤 

성장에 필요한 양염류는 표층퇴 물에서 공 되는 양보다 강수 등에 의한 육상기원에 의존하는 비

율이 높기에, 이나 가을보다 강수가 비교  많은 여름에 높은 생물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되며, 

겨울은 낮은 수심에 조석  바람에 의한 수괴혼합과 식물 랑크톤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량이 존

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 랑크톤 존량상과 식물 랑크톤 생물량의 계

변화 양상이 서로 다르게 표 되는 것은 수온 상승기인 과 여름에 nanoplankton 이하의 미경 

찰이 힘든 극미소 랑크톤에 의한 유율이 높아, 미경 찰에서 이들 극미소 랑크톤이 과소평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Keywords : Keywords : 장수만, 식물 랑크톤 생물량(엽록소  a  농도)군집, 존량, 극미소 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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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만의 퇴 물 환경과 POC·PON의 침강 럭스 
김동우, 정희석, 유 석, 조 서

(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Sediment environment and sinking plux of POC·PON in Doam Bay

D. W. KIM, H. S. Jung, Y. S. You, H. S. Cho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otional University)

요 약

  연안 해역은 육지와 해양의 경계면에 인 한 해역으로 수심이 얕고 강과 하천을 통해 육상의 오염물질

이 유입된다. 한 어류 가두리  축양, 그리고 해조류  패류 양식장 등에서 투여된 먹이의 잉여분과 

양식 잔해물, 양식생물의 배설물등의 증가로 오염물질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물질은 일시 으

로 해수 에 용존 는 탁태로서 존재하지만 최종 으로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해 에 침강 퇴 하게 

된다. 

  남해안에 치한 도암만은 해양환경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 인 보 이 필요한 해

역인 환경보 해역으로 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등 4개 군으로 둘러싸인 형 인 하구형 만

으로, 남북방향 길이 약19km, 최 비 약7km의 네 방향으로 갈라진 십자형의 형태로, 만내에는 크고 작

은 8개의 유인도  무인도가 있으며, 남부에는 완도, 고 도 등이 치하여 이들 사이의 수로를 통해 해

수가 제한 으로 유출입하는 반폐쇄성만으로 랑에 의 한 향이 다. 만내로 라남도의 3 강 의 

하나인 탐진강과 강진천, 칠량천, 구천의 하천수가 유역으로 유입되면서 담수와 해수의 교환이 이루어

지고 담수 유입량에 의해 조류가 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득량만 표층퇴 물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2010년 3월과 5월, 8월, 11월에 

17개 정 에서 입도, AVS, IL, COD, POC, PON  속등 퇴  환경을 악하 고, 만의 3개 정 (북

부, 남동, 남서)에서 부유입자 물질의 침강량  POC, PON의 침강 럭스 조사를 실시하 다.

  도암만의 강열감량(IL)은 2.10～8.27(5.62) % 산휘발성황화물(AVS)은 ND～0.27(0.03) mg/g-dry의 분포를 보

으며 화학  산소요구량(COD)은 2.82～15.40(10.37) mg/g-dry의 분포를 보 고, POC는 4.16～25.14(9.13) 

mg/g-dry, PON은 0.01～1.80(0.80) mg/g-dry의 분포를 보 다. AVS 와 COD는 부분 정 에서 일본 퇴 물의 

수산용수기 치인 0.2 mg/g-dry와 20 mg/g-dry 보다 낮은 농도를 보여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는 낮은 것으로 보

여 진다.

  도암만 표층퇴 물에서 Cu, Cr, Zn, Hg, Pb은 Igeo class가 0으로 연구지역인 도암만이 오염되지 않은 

수 (Practically unpolluted)인 것으로 나타났고, As는 동계와 하계 모두 Igeo class가 1~2로 나타내었으

나, 동계에 비해 하계의 퇴 물이 상 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강량은 5월 북부에서 5233.12 gSPM/m
2·day로 가장 많은 양이 침강되었고, 5월 남서부에서 141.34 

gSPM/m
2·day가장 은 양이 침강되었다. 도암만의 PON의 침강량은 5월 북부에서 1.31 gN/m2day로 가

장 높았고, 남서부에서 0.24 gN/m2·day로 가장 낮은 값을 보 고, POC의 경우 한 5월 북부에서 23.81 

gC/m2·day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5월 남서부에서 1.89 gC/m2·day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Keywords : 도암만, 퇴 물 환경, POC·PON 침강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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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 해양수질  퇴 물 환경의 장기변동

김지성, 김동우, 정희석, 유 석, 조 서

( 남 학교 수산해양 학 해양기술학부)

Long term variations of sea water quality and sediment environment in 

Gwangyang bay

 J. S. KIM , D. W. KIM , H. S. Jung, S. J. You, H. S. Cho

(Faculty of Marine Technology, Colleg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o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 지역인 양만은 한반도 남해안 앙부에 치하는 반 폐쇄성만으로 서쪽은 여수반도와 하고, 

동서의 길이가 17km, 남북의 폭이 약 9km로 해안선의 길이가 229km, 넓이가 159.7km2
 형 인 리아스식 

해안이었으나, 매립 등의 향으로 63.5%가 인공해안으로 구성되어 있다(해양수산부, 2004). 동쪽은 노량해

을 통해 진주만과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서천, 동천, 수어천 그리고 섬진강이 발달해있고, 남쪽 방향으로 여

수해만과 연결되어 있다. 양만  여수해만의 조석주기는 반일주조로 조석주기에 따라 왕복성의 조류가 흐

르고 조차는  조차의 범 에 속한다(포항제철, 1982). 양만은 북쪽으로 섬진강과 수어천 등을 통해 연간 

5.8~8.7×108 톤의 담수가 유입된다(건설부, 1980). 

한편 양만은 우리나라의 표  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양제철소 가동 등 속한 

산업, 경제 인 발 과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하수  공단지역으로

부터의 다양한 오폐수가 유입되기 쉬운 지리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는 1982년

부터 양만 지역을 특별 리 해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여러 기 에서 

실시되고 있다(서울 학교, 1997; 조 등, 2000; 한국해양연구원, 2002;  등, 2003, 최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양만 해역의 수질  질의 장기변동을 악하여 환경 리해역으로 지정된 본 해역의 

환경  특성을 규명하여 해역의 효율 인 리를 한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시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 별로 실시하 고, 조사 해역은 양만 15개 정 을 선정하여 조사

하 다. 조사항목은 해양수질은 수온, 염분, pH,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화학   산소요구량(CODMn)와 

암모니아성 질소(NH4
+-N), 아질산성 질소(NO2

--N), 질산성 질소(NO3
--N), 인산염 인(PO4

3--P), 규소

(Si(OH)4-Si), 총질소(T-N), 총인(T-P)을, 해양 퇴 물은 감열량(IL), 화학  산소요구량(COD), 산 휘발성황

화물(AVS)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각 항목별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 (국토해양부, 2008)에 하여 

분석하 다. 조사결과, DO는 표층과 층에서 유사한 농도 분포를 보 고, 조사기간 동안 5.20∼11.27mg/L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2004년을 제외(2등 )하고 1등 의 수질을 보 다. COD는 부분 해역에서 1등 에 근

한 수질을 나타냈고, 2005년과 2007년에 표층과 층 모두 1mg/L 이상의 2등 의 수질을 나타냈다. 

(Si(OH)4-Si은 조사기간 동안 1.38~40.22㎍-at./L의 분포를 보 고, 하계에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다. 

TN은 조사 기간동안 0.075~1.13 mg/L의 분포를 나타냈고 하계에 상 으로 높은 농도를 보 으며 2007년

을 제외(3등 )하고 체 으로 2등 의 수질을 나타냈다. TP는 조사기간 동안 0.017~0.070 mg/L의 분포를 

보 고, 계 인 요인을 크게 받지 않았으며 2004년을 제외(3등 )하고 체 으로 2등 의 수질을 나타내

었다. 퇴 물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해역의 장기 인 오염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화학  

산소요구량(COD)은 체 으로 질 부 양 기 치 20mg/g-dry에 근 한 농도를 꾸 히 보 고 국지 으

로 오염기 치 30mg/g-dry이상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산 휘발성황화물(AVS) 한 일본 수산자원 보호 회

편의 수산 환경 수질기  질 오염치 1mg/g-dry를 과하는 농도가 국지 으로 보 고 체 으로 질 

오염치에 근 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Keywords : 양만, 해양수질, 퇴 물환경, 장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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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of Spherical Sea Surface Waves using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n Coast of Chuuk, Lagoon 

 

Sudhir Kumar Chaturvedi*, ** Chan-Su Yang*, Jung-Hawn song*, P.Shanmugam**, and  

Kazuo Ouchi*** 
 

*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ANSAN-29, Republic of Korea 

 
**

 Department of Ocean Engineering,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Chennai-36, India 

 
***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National 

Defense Academy, Japan 

 

 

Abstract— 

 

Microwave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ensors are more reliable active remote sensing 

instrument in order to extract environmental and geophysical information. Ocean wave 

parameters, such as wave height, wave length, period, energy can be derived from the SAR 

images. Main phenomenon occurred in between sea surface and electromagnetic waves 

interaction are known as Bragg scattering mechanism based-on the various sub-phenomenon 

such as velocity bunching , hydrodynamic, tilt and orbital velocity modulation existed during the 

interaction.  We did the field experiment in the coast of Chuuk, Lagoon and we observed the 

movement of spherical waves from one place to other. The spherical waves can easily be 

observed in SAR image data obtained for that area with different SAR backscattering signal 

appearance. The process of extraction of wave spectrum, height and length can be derived with 

input parameters as such as metrological wind condition and image spectrum information with 

consideration of various effects like depth, conservation of wind and ocean energies and 

presently are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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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랑크톤, Heterocapsa circularisquama과 Chattonella marina의 
이매패류 바지락에 한 독성 향

김 경(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최 식(제주 ), 오다타츠야(일본 나가사키 학)

Toxic effects of red tide phytoplankton Heterocapsa 
circularisquama and Chattonella marina on the bivalve, 

Ruditapes philippinarum 
Daekyung Kim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wang-Sik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atsuya Oda (Nagasaki University, Japan)
                 

요 약 
           조 랑크톤, Heterocapsa circularisquama는 이매패류인 바지락에 매우 강력한 독

성 향을 일으켰으나, Chattonella marina는 H. circularisquama에 비해 바지락에 
한 독성 향이 한정 이었다. 조 랑크톤과 바지락의 폭뢰 실험에서 바지락 아

가미 조직에서 다량의 액물질과 세포방어기 인 lysosomal의 약화 상이 H. 
circularisquama종에 노출 되었을 때 나타났고, C. marina 조 랑크톤에서는 이와 
같은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H. circularisquama와 C. marina
의 독성 향을 비교 했을 때 이매패류인 바지락에 해서는 H. circularisquama쪽
이 매우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Red tide phytoplankton Heterocapsa circularisquama showed extremely higher 
toxic effects on the bivalve, Ruditapes philippinarum. Although Chattonella 
marina showed a slight toxic effects on the clams, it was evident that C. marina 
was less toxic to the clams as compared with H. circularisquama. The gill 
tissue with occurrence of mucus-like substances was found in the clams exposed 
to H. circularisquama cells, while the gills of the clams exposed to other 
flagellate cells were histologically almost indiscernible from the control gills. 
Gradual increase in lysosomal destabilization rates were observed in the clams 
exposed to live cell suspension of H. circularisquama along with the exposure 
time, whereas C. marina caused no significant increase in lysosomal 
destabi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 marina was much less-toxic on the 
clams as compared with H. circularisquama.

Keywords : Red Tide( 조), Hemolytic effect(용 작용), Bivalve(이매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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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기술개발

- 지진이나 해일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지진/지진 해일 대응
체계와 범국가적 전략 수립

- 지진감시 및 경보 체계 구축
- 지진/해일 예측 기술 개발 지원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301호
◈대 표 자 : 홍기원
◈담 당 자 : 박광훈 과장
◈전시품목 : FLOW-3D
◈전 화 : 02-2026-0455
◈내 용 : 당사는 기술개발 컨설팅 전문회사로서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인적

Network,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지식기반에 의한 차별화된 전문기술서비
스와 자유표면 해석에 막강한 열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FLOW-3D 의 판
매, 유지보수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LOW-3D 는 특히 자유표면의 자유롭고 정확한 구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뿐 아니라 유체의 유동과 물체의 운동을 함
께 계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선 해양 분야 유동해석 분야
에서 선두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FLOW-3D 활용 분야
Wave(5th-Order Stokes Wave) 에 의한 부유체의 거동 선박이나 구조
물에 의한 Wave  유동 (항주파) 
- Wave Impact 
- 슬로싱(Sloshing) 
- 계류 (계류된 선박의 조류에 의한 유동)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180-14 상빌딩 5층
◈대 표 자 : 홍성두
◈담 당 자 : 강성화 사원
◈전시품목 : 해양물리장비
◈전 화 : 02-2666-8495
◈내 용 : 오션테크㈜는 1997년 8월 1일 창립이후 현재까지 국내 해양관
련연구소와 기업체, 대학 등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성실한 A/S와 최
고의 장비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회사의 이념으로 삼아, 국내해양 기
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사는 기술지원 및 개발팀을 운 함으로서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Know-how 를 기반으로 공급에만 의존하던 무역업체와는 차별화를 두어
장비를 공급한 후에 장비의 운용, 교육, 수리 및 유지보수까지 책임져 더욱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에 참여하여 본사에서 취급하는 장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 소 : 대전 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92 [305-350]
◈대 표 자 : 장호완
◈담 당 자 : 진재화 실장
◈전시품목 : POP 3종류(90X120*7개)
◈전 화 : 010-3091-1020
◈내 용 : UN 대륙붕 한계획정 협약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관할할 것으
로 예상되는 해역 중 동해(삼척, 강릉, 울산, 독도 남동부 해역)에 대한 해저
지질학과 지구물리학적 기반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해저지질도로 발간함
1979년 이후 발간된 해저지질도의 수정과 해역별 종합도면 작성
IT 기반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시범구축
연안극천해저에대한해저지질조사기술개발및해저지질도발간계획수립
OECD 상위권국가수준의수요자중심의해저지질도제작및제공방안수립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번지 동문굿모닝2차 1015호
◈대 표 자 : 윤순임
◈담 당 자 : 홍상기 대리
◈전시품목 : 
◈전 화 : 031-907-8567
◈내 용 :

Nortek
1. Aquadopp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2. AWAC

초음파 파고계 (유속 동시 관측 가능)
3. Vector

Acoustic Doppler Velocimeters.
4. Vectrino

Acoustic Doppler Velocimeters.-하천 및 실험실 고정용
R2Sonic
1. 5 세대 Multi-Beam Echosounder. 주파수 대역 및 Beam width 조절

가능.
AML Oceanographic
1. X Series Instruments

엠디시스템(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오션테크

(주)에스티아이C&D

(재)기상지진기술사업개발

2

1 3

4

5



Field Swappable Sensor를 사용하는 장비군. CTD, SVP, SVTP, CT
로 사용 가능.
2. Xchange Sensors
Field Swappable Sensor로 음속, 압력, 전도도, 온도 Sensor가 있다.
EdgeTech
1. Side Scan Sonar  
2. Sub-Bottom Profiler 
3. Combined System (Side Scan Sonar + Sub Bottom Profiler)
ORE Offshore
1. Under Water Acoustic Release 
2. Tracking System
QTC (Quester Tangent)
1. SSS, MBES row Data를 통한 Seabed Classification Software.
Pro-Oceanus Inc.
1. PCO2
수중 CO2 측정 장비.
2. GTD
수중 용존 가스 Tension 측정 장비.
TSS
1. Motion Sensor
2. Gyrocompass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9 대화빌딩 8층
◈대 표 자 : 마이클 주엽 김
◈담 당 자 : 최서경 사원
◈전시품목 :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LabVIEW/PC 기반의 데이터

수집기(DAQ)
◈전 화 : 02-3451-3400
◈내 용 : 

<사업 소개>
내쇼날인스트루먼트가 제시하는 컴퓨터 기반 계측에서는 범용 컴퓨터 기술
을 혁신적이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및 모듈식 고성능 하드웨어 기술과 결합
하여 강력한 솔루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LabVIEW 와 함께 고성능 산업용 컴퓨
터인 PXI 시스템, 저가형에서부터 고정 형까지 다양한 데이터 수집 보드,
원거리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장치인 FieldPoint/Compact FieldPoint 시
스템, 정 모션 제어 및 머신 비전 솔루션 등의 하드웨어 제품을 갖추고 있
습니다.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LabVIEW>
20 년이 넘도록 전세계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NI LabVIEW 소프트웨어
에 의존하여 비용 효율적인 설계, 제어 및 데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NI LabVIEW 그래픽 개발 환경은 인터랙티브 어시스텐트, 코드 생
성 및 수 많은 디바이스 연결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LabVIEW 는 모든 측정 디바이스 및 설계 도구
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투자에 대한 위험 없이 새로운
LabVIEW 어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PC 기반의 데이터 수집기 (DAQ)>
내쇼날인스트루먼트(National Instruments) 계측기는 26 비트 해상도부
터 2GHz 8 비트까지 이르는 폭넓은 주파수 및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데이
터 수집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낮은 Hz 부터 수십 MHz 까지 이르는 주파
수와 12 비트에서 18 비트에 이르는 해상도 폭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요구를 충족하는 더 높은 해
상도 및 샘플링 속도를 갖춘 모듈형 계측기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레벨의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NI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완벽한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
어를 제공합니다.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45-6번지 수목빌딩 3층
◈대 표 자 : 성하청
◈담 당 자 : 전현민 주임
◈전시품목 : 3D IR Motion capture system 
◈전 화 : 02-441-7712
◈내 용 : Qualisys 3D IR 계측시스템(제조국:스웬덴/모델:Oqus)으로 수
조에서 모형 선박의 자유항해 및 다양한 해수면의 변화에 따른 항해 조건시
선박 및 구조물의 6DOF(6좌우도) 좌표값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입
니다.
따라서 선박 및 기타 해양구조물 실험 및 연구에 있어서 편리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계측 시스템입니다.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522 SK벤티움 102동 504호
◈대 표 자 : 조보현
◈담 당 자 : 이현정 이사
◈전시품목 : 정도관리시스템
◈전 화 : 031-436-0344
◈내 용 : 

<회사 소개>
주식회사 빌리언21은 자체 개발한 GIS 소프트웨어 엔진을 활용한
- 육상/해상 공간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해양, 환경, 생태 관련 GIS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GIS 정도 Data Base 구축,
- WEB GIS를 이용한 사이트 구축,
- 위치정보관련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문가집단과기술을보유한회사입니다.

<제품 소개>
- 정도관리제도란?
정확한 해양 관측/조사 및 분석자료는 해양환경개선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입니다. 해양환경자료의 생산/
관리방식을 표준화하고, 정도관리 대상기간의 자료생산 능력을 평가함으
로써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양환경 정도관리 홈페이지 체계를 구축하여 측정
분석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평가, 현장평가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함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분류 작업 및 분야별 통계 자료 제공
정도관리 평가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 실시간 정보 제공
측정분석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대 표 자 : 이유종
◈담 당 자 : 허정욱 선임연구원
◈전시품목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화 홍보
◈전 화 : 02-860-1663 (02-860-1669)
◈내 용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화 소개 및 홍보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소개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절차 및 방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빌리언21

(주)하스피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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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번지 센텀IS타워 1808호
◈대 표 자 : 박옥열
◈담 당 자 : 권강민/과장
◈전시품목 : TRS 단말기 및 선박관제시스템
◈전 화 : 051-441-2905
◈내 용 : ㈜유니원은 위험물 선박관리의 선두주자인 ㈜KT마린이 출자한
회사로서 무선랜 및 위성 안테나 제조 및 도매 사업의 시작으로 정보통신공
사, 상감시시스(CCTV) 등의 보안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유, 무선 통
신시스템을 기획,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분야
의 경험과 방제산업기술지원협의회 등의 활동, 현대중공업, 미포, 삼호조선
등에 풍향풍속계등의 장비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분야 IT
전문 기업입니다.

◈주 소 :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0-653 3층
◈대 표 자 : 김인호
◈담 당 자 : 김인호 대표
◈전시품목 : 파고계
◈전 화 : 032-519-4268
◈내 용 :

1.Servo Type Wave Height Tracer 서보식파고계
(아크릴 수동조파기에서 Demo 할예정)

2. Capacitor Type Wave Height Amplifier용량식파고계
(아크릴 수동조파기에서 Demo 할예정)

3. Resistor Type Wave Height Amplifier 저항식파고계
(아크릴 수동조파기에서 Demo 할예정)

4. 아크릴 수동조파기 200 X 30 X 30
5. 노트북
6. 데스크탑 PC
7. 모니터
8. 벽면홍보사진 2-3장
9. 홍보물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4 벽산디지털밸리 6차 1111호
◈대 표 자 : 이중의
◈담 당 자 : 전병혁 대리
◈전시품목 : UVP(Ultrasonic Velocity Profiler, 초음파 유속측정장치)
◈전 화 : 02-2627-3971
◈내 용 : 유체의 유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비간섭 방식으로 초음파를 사
용하여 유속 및 유동을 측정
유동 내부의 ㎛크기 입자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속도 측정
Water, Opaque Liquids, Slurry, Oil 등에 적용 가능
밸브나 댐 수문의 개폐 등 순간적인 유동 측정 가능
실시간 측정 정보 표시 가능
유동 역 Mapping 가능
벽을 통한 유속 및 유동 측정 가능
고온(~250℃)까지 측정 가능
주파수에 따라 측정 깊이 및 속도 선택 가능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50번지 IT프리미어타워 1301호
◈대 표 자 : 김계
◈담 당 자 : 주민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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